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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사용

자가 늘어나고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그로 인해 많은 세계적 기업들이 그

들의 마케팅 수단으로 SNS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형성되는 사회자본의 형태와 SNS를 통한 광고의 인지된 가치에 SNS 유형별

로 차이가 있는지, 그 사회자본의 형태가 광고에 대한 이용자의 태도와 잠재

적 소비자의 구매 행동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NS 광고 가치, 사회자본, 그리고 소비자행

동의 3차원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최근 기업이나 브랜드의 중

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하여 

인지된 광고 가치 및 사회자본의 형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였다.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형성된 사회자본이 SNS 광고 가치를 매개로 

광고수용태도 및 구매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를 위해 국내 주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

그램,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등)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

여 총 419개의 연구표본으로 수집하였다. 연구표본의 통계 분석 결과 첫째, 

인스타그램과 트위터를 통한 광고에서 정보적 가치에 대한 이용자의 믿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SNS 유형별 비교에서 인스타그램과 트위터가 연결

적 사회자본을 가장 많이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SNS 유형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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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속적 사회자본의 형성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다양한 SNS

에서 연결적 사회자본이 형성되며, 이는 광고 가치와 소비자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사회자본, 광고 가치, 그리고 소

비자 행동 간의 3차원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SNS에서 

형성되는 결속적 사회자본은 광고의 신뢰적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광고수용태도와 구매의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에, 결속적 사회자본은 광고의 정보적 가치와 오락적 가치에는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인간의 심리와 관련하여 향후 연

구되어야 할 부분이다. 

본 연구를 통해, 전반적인 SNS 활동이 연결적 소셜 네트워크 중심으로 이

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또한 SNS 활용과 그에 따른 사회자본 형성이 

광고에 대한 이용자 태도 및 구매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실증적

으로 보여주었으며, 소셜 네트워크 마케팅 연구와 소비자 행동이론 간의 연계

성에 관한 새로운 연구를 시행하였다. 그에 따른 기업들의 실용적 마케팅 전

략 즉, SNS 광고 활용 전략에 관해서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하였다. 

 

 

 

 

주요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회자본, SNS광고, 광고수용태도, 구매행동 

학번: 2014-20614 



iv 

 

목   차 

초   록 ................................................................................................................................ ii 

목   차 ............................................................................................................................... iv 

표 목차 ............................................................................................................................. vii 

그림 목차 ........................................................................................................................ viii 

1. 서론 ............................................................................................................................. 1 

1.1 연구배경 .......................................................................................................... 1 

1.2 연구목적 .......................................................................................................... 3 

2. 배경이론 ..................................................................................................................... 4 

2.1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개념 및 유형 .................................................. 4 

2.2 소셜 네트워크 광고(SNA) 가치 .................................................................... 7 

2.3 SNS 내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형성 .................................................. 9 

2.3.1 연결적 사회자본(Bridging Social Capital) ........................................ 11 

2.3.2 결속적 사회자본(Chain Social Capital) ............................................ 12 

2.4 소비자행동..................................................................................................... 13 

2.5 선행연구 검토 ............................................................................................... 14 

3. 연구 설계 ................................................................................................................. 15 

3.1 연구 가설 ....................................................................................................... 15 

3.1.1 소셜네트워크광고 가치 .................................................................... 15 

3.1.2 SNS 내 사회자본 ............................................................................... 17 



v 

 

3.1.3 소셜네트워크광고와 소비자행동 .................................................... 19 

3.1.4 사회자본과 소셜네트워크광고 가치 ............................................... 21 

3.1.5 사회자본과 소비자행동 .................................................................... 23 

3.1.6 광고수용태도와 구매의도 ................................................................ 24 

4. 연구 방법 ................................................................................................................. 25 

4.1 자료의 수집 ................................................................................................... 25 

4.2 변수의 측정 ................................................................................................... 29 

4.2.1 연결적 사회자본 ................................................................................ 29 

4.2.2 결속적 사회자본 ................................................................................ 29 

4.2.3 소셜네트워크광고 가치 .................................................................... 30 

4.2.4 광고수용태도 및 구매의도............................................................... 30 

4.3 분석방법 ........................................................................................................ 30 

5. 분석 결과 ................................................................................................................. 32 

5.1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 .................................................................................. 32 

5.2 제안된 연구모형의 검증 .............................................................................. 33 

5.3 연구 가설 검증 .............................................................................................. 36 

5.3.1 가설 1의 검증 .................................................................................... 36 

5.3.2 가설 2의 검증 .................................................................................... 37 

5.3.3 가설 3의 검증 .................................................................................... 38 

5.3.4 가설 4의 검증 .................................................................................... 39 

5.3.5 가설 5의 검증 .................................................................................... 39 



vi 

 

5.3.6 가설 6의 검증 .................................................................................... 40 

6. 결론 및 토론 ............................................................................................................ 43 

6.1 연구결과의 요약 ........................................................................................... 43 

6.2 연구 시사점 ................................................................................................... 44 

6.3 한계점과 향후의 연구 .................................................................................. 46 

참 고 문 헌 ...................................................................................................................... 47 

Abstract ............................................................................................................................. 59 



vii 

 

표 목차 

 

[표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 26 

[표 2] 표본의 조사자 특성 ............................................................................................ 27 

[표 3]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33 

[표 4] 주요변수간 상관계수 ......................................................................................... 34 

[표 5] 모형 적합도지수 평가결과 ................................................................................ 34 

[표 6] SNS 유형별 ANOVA ........................................................................................... 40 

[표 7] 가설 검증 결과 .................................................................................................... 41 

 

 



viii 

 

그림 목차 

 

[그림 1] 소셜 네트워크 광고 가치, 사회자본, 소비자 행동간 관계 모형 ............ 15 



 

 

1. 서론 

 

1.1 연구배경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는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졌던 개인 간의 정보교류와 친목도모와 같은 사회적 네트워크의 새로운 

공간과 수단으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새로운 네트워크 형성 공간이 될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소비생활이 광범 위하게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SNS 사용자가 늘어나고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브랜드 인지도 상승과 

상품 홍보 등의 목적으로 SNS를 마케팅에 이용하고 있다. 이에 사회적, 

경제적 관점에서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광고 수용자 및 SNS 

마케팅을 수행하는 기업의 실무자들은 실제 SNS의 광고는 어떤 경로로 

소비자의 구매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SNS의 형태에 따라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관한 기존 문헌에서, 온라인 네트워크의 무형적 

가치를 계량화 될 수 있는 사회자본으로 해석한 문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Donath & Boyed, 2004; Valkenburg et al., 2006; Brandtzaeg, 2012). 

Donath & Boyed (2004)는 SNS의 사용은 다양한 구성원들간의 관계를 형성 

할 수 있으므로 결속이 약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며 이를 유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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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kenburg et al. (2006)는 SNS를 사용하게 되는 목적은 친구 또는 

가족간의 소통, 그리고 동료들의 인정 및 삶에 대한 만족을 얻기 위한 것으로 

이는 정서적인 강한 유대(strong ties)의 형성을 촉진시킨다고 주장하였다. 

Brandtzaeg (2012)의 연구에서는 개인의 SNS 참여는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약한 유대 관계와 지인과의 소통 및 신뢰관계 형성에 따른 강한 유대 관계 

형성을 촉진시키며 이는 곧, SNS 내 네트워크망 때문에 

연결적(Bridging)사회자본과 결속적(Chain)사회자본이 형성됨을 증명하였다.  

최근에는 SNS를 통해 형성된 사회적 관계 즉 사회자본이 여러 형태의 

소비자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Rogers, 

2003; Goldenberg et al., 2009; Trusov, Bucklin & Pauwels, 2009; Moe & 

Trusov, 2011, Shin et al., 2011). Rogers (2003)과 Goldenberg et al. 

(2009)는 SNS에서의 사회적 연결고리와 소비자들이 새로운 제품을 

받아들이는 속도 사이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Trusov et al. (2009)과 

Moe & Trusov (2011)는 SNS 사용자들간의 관계망에서 퍼진 입소문 또는 

오프라인상에서의 제품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 제품구매 의향에 각각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연구하였고, SNS가 소비자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데 효과를 증명하였다. Shin et al. (2011)은 SNS 사용자 사이에 

형성된 사회적 연결망의 특성이 온라인 상에서 추천 받은 제품을 소비자가 

구매하는데 미치는 영향과 특성에 따른 차이를 연구하였다. 설명한 것과 같이 

기존의 많은 학자들이 SNS 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사회자본과 소비자 

행동 간에 연결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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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의 상호작용과 그로 인해 형성되는 사회자본에 관련된 기존 

문헌을 살펴 볼 때 SNS참여는 사회자본의 형성을 촉진시키며 형성된 

사회자본이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SNS의 

형태에 따라 형성되는 사회자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다. 기존의 문헌들을 살펴보면, SNS에서 형성된 두 가지 

사회자본(연결적, 결속적)과 소비자 행동을 연결시킨 연구(이장로와 박지훈, 

2004; 박용석 외., 2012; 2015)는 하였지만, 광고 가치를 매개로 광고 

수용자 태도와 연계하여 사회자본이 구매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다뤄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두 가지 유형의 사회자본이 동시에 

형성되어 있는 소셜 네트워크 환경에서, 이들 사회자본은 소비자 구매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기존 마케팅 전략을 더 발전 

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SNS를 배경으로 두 가지 유형의 사회자본과 기존 

마케팅 연구의 큰 줄기인 광고 가치와 소비자 행동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형성되는 사회자본은 광고 가치와 어떤 

관계가 있으며, 사회자본은 광고 수용 태도 및 구매 행위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연구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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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에 따라 형성되는 사회자본의 형태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둘째, SNS를 통해 형성된 두 가지 유형의 사회자본(연결적, 결속적)은 

소셜 네트워크 광고 가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서 SNS에서 형성된 연결적 사회자본과 결속적 사회자본이 사용자들의 

구매 행위에 대하여 소셜 네트워크 광고 가치를 매개로 효과가 있는지를 

밝혀서 기업들로 하여금 마케팅 전략 기획과 SNS를 통한 제품 홍보와 

고객관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배경이론 

 

2.1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개념 및 유형 

 

SNS는 온라인상에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는 사용자 간의 관계 형성을 

지원하고 이렇게 형성된 지인 관계를 바탕으로 인맥 관리, 정보 및 콘텐츠 

공유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정유진과 

배국진, 2007). SNS에 대한 정의 중에서 연구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Boyd & Ellison (2007)에 의하면, SNS는 “개인의 프로필을 

구성하고, 개인들 간의 관계를 통해 형성한 연결을 공유하고, 그 연결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웹 기반의 서비스”로 

정의되었다(Boyd & Ellison, 2007). 안대천과 김상훈 (2012)은 SNS를 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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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이용자들이 공개, 혹은 조건부 공개의 프로파일을 구축할 수 있게 

해 주며, 서로 관계를 공유하는 이용자들과 유기적으로 연관된 리스트를 

구축할 수 있게 해주며, 서비스 내의 다른 이용자들이 구축한 리스트에 

접근이 가능하게 해 주는 서비스로 정의 내렸다.  

SNS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는 사용자간의 관계를 강화해주고 

소통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Dou, 2011). 즉, SNS사용자는 자신의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네트워크를 형성함과 

동시에(Donath & Boyd 2004; Boyd & Ellison 2007), 관계형성의 범위를 

확장하여 지인의 친구나 낯선 사람과의 약한 관계망을 SNS를 통해 

확장시킨다(Thelwall, 2008). 따라서, SNS 사용자들은 온라인의 

네트워크망을 통해 이질적인 구성원 사이에 형성한 약한 관계의 네트워크부터 

동질적인 구성원 사이에 형성한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까지 

폭넓은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하다(Ellison et al., 2007). 한국의 

카카오스토리와 미국의 페이스북이 이러한 제한적 네트워크 기능에 해당하는 

서비스로서 이용자 자신을 중심으로 한 관계 형성과 친목 유지가 목적이므로 

게시하는 모든 글이나 정보에 대하여 단계적 공개 혹은 비공개가 가능하며 

공개가 가능한 대상도 설정할 수 있는 관계형 SNS로 분류할 수 있다(박정남, 

2010). 

이후 콘텐츠 유통기능이 강화되면서 참여와 개방을 통하여 콘텐츠 생산과 

생산된 콘텐츠의 공유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기능 

측면에서 SNS의 개념이 확장되었다. 즉 콘텐츠 기반의 네크워킹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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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는 메시지를 자유롭게 업데이트 및 다운로드하거나, 온라인 상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하며, 검색기능을 통해 손쉽게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블로그는 실제 포스팅되는 콘텐츠와 운영방식에 

있어서 페이스북과 같은 기존 네트워크 중심의 SNS와는 차이가 있다. 외부 

서비스와의 연동기능이 제공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중심의 서비스에 비하여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블로그의 경우, 콘텐츠의 

생산과 다양한 채널을 통한 공유, 자기표현의 특성을 함께 갖고 있는 일종의 

하이브리드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이후 일반적인 블로그와 전통적인 네트워크 중심 SNS와는 달리 간단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포스팅하면서 타 이용자와 마치 대화를 하듯이 상호작용이 

가능한 이른바 마이크로블로그(Micro Blog)가 등장하였다. 기존 SNS가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콘텐츠의 소통과 공유에 초점을 두었다면 

마이크로글로그 서비스는 일상적이고 간단한 메시지들을 전달하고 공유하는 

형태에 집중한다. 대표적인 서비스로 미국의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완전한 공유와 노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불특정 

타인의 페이지에 게시된 모든 글을 열람하거나 검색할 수 있고 인터넷에 

접속할 수만 있다면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므로 표현형 SNS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의를 종합해 보면 SNS는 소셜미디어적 성격에 따라 크게 

표현형(트위터, 인스타그램), 관계형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하이브리드형 

(블로그)으로 구분할 수 있다(안대천과 김상훈, 2012).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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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SNS에 대한 유형 분류는 아직 표준화 되지 못한 부분이다.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기준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와 같은 세 

유형(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블로그)을 연구의 

대상으로 한정 하고자 한다. 

 

2.2 소셜 네트워크 광고(SNA) 가치 

 

서론에서도 언급한대로, 매년 광고비 규모가 더 커지고, 기업이나 브랜드의 

마케팅에 광고매체로서 SNS의 활용이 활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통적인 

광고 방식은 광고주 통제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Push 성격을 

나타낸다. 이와 달리 SNS는 광고주와 소비자 간에 실시간 양방향적 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메시지의 생산과 전달, 공유, 평가에 소비자가 적극 가담하는 

광고 매체 역할을 수행한다. 

SNS 광고는 전통적인 홍보 수단과 비교했을 때, 뚜렷한 장점을 갖고 있다. 

첫째,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휴대용 스마트 기기가 1인 

미디어로 확산되면서 접근성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트위터, 페이스북 등 

가까운 상대의 최근 변화 파악을 주 목적으로 하는 SNS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이 강화되었다. 둘째, 기존의 푸시 방식의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에서 

벗어나, 양방향적 방식, 즉 소비자와의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한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메시지 생산 및 공유가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연결된 네트워크 

망으로 지속적인 메시지 전파가 가능한 확산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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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한정된 체계 내에서 자신의 프로파일을 생산하고 

시스템 내에서 연결이 가능한 다른 이용자의 명단을 확보하고 검색할 수 있는 

공간 또는 영역으로(Boyd & Ellison, 2007), 페이스북, 트위터 등 다양한 

매체가 이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심성욱과 김운한 (2011)은 SNS 

광고를 ‘SNS의 양방향성, 개인성, 콘텐츠 공유 특성을 기반으로 광고 

주체가 의도적으로 노출하는 통제 가능한 광고’로 정의하였다. 본 정의를 

바탕으로 기존의 SNS 광고에 관한 연구들은 광고 속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측정에 다양한 형태의 SNS 광고를 하나로 통합한 척도를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한편 안대천과 김상훈 (2012)에 따르면 현재 사용되는 SNS들은 

다양한 형태의 운영 방식과 플랫폼을 통하여 이용자 간의 관계를 

형성시켜주기 때문에, SNS 광고 역시 본질과 가치의 형태가 유형별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마케팅 채널로서 SNS의 효과에 관련한 연구들은 소비자 태도에 

대하여 포괄적인 형태이거나 일부 기능에 대한 검증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Taylor et al. (2011)는 이용과 충족이론을 바탕으로 SNS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 예측모형을 제시하였다. 광고의 정보성과 오락성 등 광고 

콘텐츠 요인, 삶의 질과 일상적 시간 소비 등 구조적 요인, 브랜드 동질감과 

동료의 영향과 같은 사회적 요인, 그리고 지각된 방해성과 프라이버시 침해와 

같은 부정적 요인 등 모두 4개의 예측 요인으로 구성된 연구모형을 검증한 

결과 구조적 요인을 제외한 6개 변수는 모두 SNS 광고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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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ylor et al. (2011)의 모델은 광고 콘텐츠 요인, 구조적 요인, 사회적 

요인, 방해 요인 등을 포괄하여 이용자의 필요와 동기에 따른 SNS 

광고태도를 설명, 예측하여 의미 있는 연구였으나, SNS 이용이 활발하고 

광고에 민감한 10대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여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앞서 SNS의 유형분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비스 별로 특성과 이용동기가 상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모두를 

동질적인 서비스로 취급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광고수용의도를 보다 세밀하게 

설명, 예측하기 위해서는 SNS 서비스를 유형별로 구해서 광고 가치를 볼 

필요가 있다. 

 

2.3 SNS 내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형성 

 

사회자본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신뢰, 만족, 참여 의사 등으로 해석하여 

기존 사회과학적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되어왔다(Adler & Kwon, 2002). 

사회자본에 대한 연구에서 빈번하게 언급되는 Bourdieu & Wacquant 

(1998)에 따르면 사회자본이란 개인이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형성한 

유용하고 가치 있는 자원 및 혜택을 말한다(Putnam, 2004; Lin, 2001). 

사회자본은 행정학과 사회학의 분야에서 사회에 긍정적인 결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활발하게 언급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공공보건서비스를 향상하고, 

범죄율을 줄여주며, 금융시장도 더욱 효율적이게 한다(Adler & Kwon, 2002). 

보편적으로 여러 연결망에 따른 사회자본의 형성은 사회적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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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Helliwell & Putnam, 

2004).  

Putnam (2000)에 의하면, 사회자본은 연결과 결속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에서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로 

이어질 때 자본으로서 가치를 발휘한다. Putnam (2000)은 사회자본을 그 

기능과 성격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 가능하며, 사회적 네트워크의 

특성에 따라 연결적(bridging) 사회자본과 결속적(Chain) 사회자본을 

제시하였다. 연결적 사회자본이란 네트워크의 형태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구성원들 배경의 다양성과 그들 사이 약한 연계에 초점을 둔다(Granovetter, 

1983). 반면, 결속적 사회자본은 네트워크의 본질이자 무형의 가치로 신뢰와 

규범을 의미한다. 이는 네트워크 구성원들 사이에 강한 관계를 형성할 때 

자연히 발생하는데 그 특징이 있다(Ellison et al., 2007). 윤성준 (2013)의 

말에 의하면, 이 두 유형의 사회자본은 서로 다른 특징의 규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네트워크에 접할 때 네트워크망에 따라 차별화될 수 있으며, 이 두 

사회자본은 서로 관계가 있으면서 동시에 형성되고 존재할 수 있다고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사용이 보급됨과 동시에 온라인에서의 네트워크 

연결망의 가치를 의미하는 사회자본이 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현대인들, 

특히 청소년 및 청년층에게 인터넷은 일상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았고, 

오프라인으로 형성된 관계를 강화시키고 유지시키며, 자신과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 즉 오프라인에서 모르는 사람과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하는데 효율적이다(최문형 외., 2013). 최근 SNS에 관한 연구들은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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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들 사이에 연결망이 사회자본을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검증하였다(Brandtzaeg, 2012; Williams, 2006).  

 

2.3.1 연결적 사회자본(Bridging Social Capital) 

 

연결적 사회자본은 서로 다른 배경 또는 규범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때 즉, 다른 조직과 자발적으로 관계를 맺을 때 

발생한다(Putnam, 2000). 이러한 사회적 또는 경제적으로 다양한 

배경(사회적, 경제적)의 사람들을 포함한 관계망이 일단 형성되면, 인종, 성별, 

직업, 소득, 종교와 같은 일반적인 장벽들을 넘어서서 사용자들 간의 

직접적인 연결과 소통이 일어나고 유지될 수 있다(Putnam, 2002).  

Wellman et al. (2002)은 온라인 상의 네트워크 형성이 오프라인의 사회 

관계를 대체할 수 있다고 하였다. Lin (2001)에 따르면 개인의 사회자본의 

양은 온라인 상태에서 연결망으로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Donath & Boyd 

(2004)의 연구에서 SNS가 사람들 간의 연결망을 형성하고 유지시켜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SNS 사용자들은 약한 연계를 급격히 발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SNS 사용자들은 친분이 있는 사람들과 느슨하고 약한 

연계를 만들게 되며, 이는 곧 연결적 사회자본이 존재함을 의미하게 된다. 

SNS 상에 이러한 사회적 관계망이 정보 확산을 가속화하고 정보의 다양화를 

확보한다(Ellison et al., 2007). Zhengfang (2013)에 따르면 SNS의 사용 

빈도나 친구 수와 같은 양적인 참여가 사용자들 사이에 인적 네트워크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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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시켜주고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해주어, 연결적 

사회자본을 형성하게 된다고 말한다. 

 

2.3.2 결속적 사회자본(Chain Social Capital) 

 

의도적으로 한정된 범위의 관계망 속에서 구성원들간에 정서적으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서로 정서적 또는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사회자본의 

측면에서 언급되는 결속적 사회자본은 가족이나 친구 즉 유사한 배경과 

특성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네트워크로 정의된다(Steinfield et al., 

2008). Briggs (1998)에 따르면 사회 관계망 내에 지속적인 상호 교환성은 

구성원들 간의 유대를 강화시키고 강한 신뢰가 발생하며 서로 의존하고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한다는 특징을 지니게 된다. 결속적 자본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는 친밀도나 연결성이 높고 참여자들 간에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윤성준, 2013). 

SNS 상에 연결적 사회자본의 형성에 대한 연구는 많지만, 결속적 

사회자본이 형성되는가에 대한 연구는 학자들간의 의견이 분분하며, 

희소하다(Williams, 2006). 일부 연구자들에 따르면 자신의 친구나 가족과 

같은 가까운 관계를 더욱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SNS를 활용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Valkenburg et al., 2006). 이렇게 감정적 투입이 많은 지인 

간의 관계를 더욱 강하게 형성하기 위해 SNS를 사용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결속적 사회자본의 형성을 야기한다. 결속력이 강한 인적 관계에서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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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과 가치관 등을 공유하며(Williams, 2006) 오프라인에서 맺은 관계를 

온라인에서 더욱 강화할 수 있다(Subrahmanyam et al., 2008). 

 

2.4 소비자행동 

 

Mehta (1994) 은 광고전략의 효과를 측정하는데 적합한 종속 변수로써 

행동의도 또는 구매의도를 사용한 모델 광고반응 모델을 제안하였다. Zeitham 

et al. (1996)은 소비자 만족도와 비즈니스 서비스 질을 측정하는데 소비자 

행동의도 변수로써 구매의도, 재이용의사, 구전의도(타인에게 추천의사), 

긍정적인 코멘트의 사용이 최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행동 의도는 신념과 

태도가 실행될 주관적 가능성이며(Engel & Pawlik, 2005; Engel et al., 

1990) 소비자들이 어떤 대상에 대한 태도를 형성한 후 특정 미래행동으로 

나타내려는 개인의 의지와 신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Ajzen & Fishbein 

(2005)의 합리적 행동 모형에서는 소비자의 태도가 구매의도를 결정짓는 

요인임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구매의도가 구매행동으로 연결되는 

이전 단계임을 주장하였다. 그 동안의 많은 연구들은 구매행동 자체에 대한 

태도로서의 구매의도와 실제 구매행동 사이에 긴밀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따라서 구매의도는 실제 구매행동의 예측치로 사용될 수 있음을 

밝혀 왔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어떤 제품의 구매여부를 결정 할 때 그 

제품자체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제품을 구매하려는 ‘구매의도’가 영향을 

미친다(Engel & Pawlik, 2005) 합리적 행위이론에서는 행동의도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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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이 전적으로 개인의 의지적 통제 아래에 있다고 가정하며(Aizen & 

Fishbein, 2005), 행동의도와 실제 행동간의 강한 관계 강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2.5 선행연구 검토 

 

소셜 네트워크 광고와 소비자 태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소비자들은 

흥미 혹은 정보가치를 지니거나 사회적 가치를 제공해 주는 콘텐츠를 전달할 

때 더 우호적으로 반응. 특히, 사회적 자본을 제공하는 정보를 전달받았을 때,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이용자들은 더욱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Taylor et al., 2011). 사회자본과 소비자 태도에 관한 연구(이한근 

외, 2014)에서는, 소비자들의 사회 참여적 태도와 가치 표현 욕구가 각각 

결속적 사회자본과 연결적 사회자본의 형성을 촉진시켜 소비자들의 

구매의도를 높인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관련 문헌을 검토한 

결과 SNS 내 사회자본, 소셜 네트워크 광고, 그리고 소비자행동의 다차원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소셜 네트워크 사회자본과 

소비자 행동, 혹은 광고 가치와 소비자 행동의 양자간 관계를 연구한 논문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셜 네트워크 사회자본, 소셜 네트워크 광고, 

그리고 소비자 행동, 세 가지 영역의 한계를 유기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독창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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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설계 

 

3.1 연구 가설 

 

 

 

 

 

 

 

 

[그림 1] 소셜 네트워크 광고 가치, 사회자본, 소비자 행동간 관계 모형 

 

 

3.1.1 소셜네트워크광고 가치 

 

미국의 시장조사업체인 스트레티지 애널리틱스(Stratey Anaytics)에 

따르면, 2014년도 SNS광고시장 규모는 153억 달러(약16조 7천억 원)로 

전년보다 41%증가한 규모라 밝혀졌으며, 페이스북, 트위터에 이어 

인스타그램까지 SNS가 마케팅 플랫폼으로 성장하면서 광고주가 SNS에 

지출하는 광고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스트레티지 

광고 가치 

정보성, 오락성, 신뢰성 

사회자본 

연결적 

결속적 

소비자 행동 

광고태도 

구매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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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널리틱스 사에 따르면, 2015년 SNS 광고 시장 규모는 198억 달러(약21조 

6천억 원), 내년에는 242억 달러(약 26조 4천억 원)까지 뛸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도 기준 SNS광고 시장 점유율이 가장 큰 매체는 

페이스북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하며 114억 달러(약 12조 4천억 원)이 

투입되었다. 이렇듯 기업의 SNS 활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마케팅 

수단으로서 그 입지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SNS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수용태도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SNS를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기술적으로 연구를 수행한 사례나(Boyd & Ellison, 

2008), SNS를 통하여 전달되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메시지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과 속성별 수용태도 등에 대한 연구(심성욱과 김운한, 2011; 

안대천과 김상훈, 2012; Jung et al., 2015)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SNS 

플랫폼을 구분하여 그 특성과 특성에 따른 영향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미비하다. SNS는 기존 매체와 비교하여 개인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계량적 측정이 가능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플랫폼별로 

이용자의 동기와 네트워크 특성이 다르다(심성욱과 김운한, 2011). 따라서, 

SNS 유형별로 다양한 형태의 형식과 구성을 통하여 이용자 간의 연결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SNS 광고 역시 본질과 형태가 유형별로 다르다고 볼 

수 있다(안대천과 김상훈, 2012) 

SNS 광고 이용자에 관한 최근의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SNS 

광고에 대한 수용태도 및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주는 광고 가치 평가요인으로 

공통적으로 분석되는 요인은 (1) 정보성 (2) 오락성 (3) 신뢰성으로 도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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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Ducoeffe, 1996; Taylor, Lewin & Strutton, 2011; 심성욱과 김운한, 

2011; 안대천과 김상훈, 2012; Jung et al., 2015). 정보성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알림으로써 이용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Gao & Koufaris, 2006). 기본적으로 상품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가 갖는 가장 본원적 속성이며(Bauer & Greyser, 1968) 

보다 정확한 제품묘사는 소비자의 광고가치 인식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Andrews, 1989). 광고의 오락성은 ‘광고메시지의 오락적 요소가 

이용자의 미적, 감정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능력’을 의미하는데(Ducoffe, 

1996), 전통 매체와 비교하여 SNS를 포함한 온라인 광고의 두드러진 장점 

중의 하나는 멀티미디어 기능의 실현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재미를 주고 

광고대상 제품에 부가가치를 더해주는 역할이다(Wollin et al., 2002). 

다음으로 광고의 신뢰성은 ‘광고메시지의 진위 여부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정도’로 정의된다. Pollay & Mittal (1993)의 전통매체 광고태도모델에 

의하면 광고 메시지의 진위여부에 대한 인식은 광고태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첫 번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H1: SNS 유형별(블로그,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로 

광고 가치 평가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3.1.2 SNS 내 사회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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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보유하고 있는 친구수가 많을수록, 즉 양적 참여가 높을수록 

사용자들은 더 많은 정보를 노출 및 공유하게 된다(Young & Quan-Hasse, 

2009). SNS를 통한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은 느슨하고 약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Ellison et al., 2007) 친구 

수가 많은 양적 참여는 개인으로 하여금 SNS 사용자들과의 연결을 

증가시키고 관계망의 폭을 넓혀 주면서 연결적 사회자본의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결적 사회자본을 형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서로 다른 다양한 

관계망을 형성하게 된다(Putnam, 2000; Ellison et al., 2007; Williams, 

2007). 연결적 사회자본은 Granovetter (1973)가 제시한 약한 유대에 대응 

되는데, 사람들은 개방적이고 약한 연결을 통해 지인들과 관계를 폭넓게 

가지게 된다. SNS 사용자들은 자신의 관계망을 이용하여 정보를 얻는 것이 

용이하므로, 정보의 수집, 생산, 유통에 집중한 정보 지향적 목적에 

적합하다(Shin et al., 2011). 그리고 연결적 사회자본의 형성으로 다른 

배경을 가진 SNS 사용자들 사이에 보다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접할 수 

있을 것이다(Agnitsch et al., 2006). 

SNS 사용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개인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피드백을 

얻고, 다른 사용자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며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Valkenburg et al., 2006). 그러므로 만일 강한 관계 형성이 

목적인 경우에는 폭 보다는 깊이(또는 관계의 강도)를 강조하는 질적 참여가 

주가 될 것이다. SNS 사용자들 사이에 강한 관계 형성은 구성원간의 정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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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이 강하게 형성됨에 따라 결속력이 강한 연결의 가치, 즉 결속적 

사회자본의 형성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SNS를 통해 결속적 사회자본을 형성하고자 하는 집단들은 배태성이 있는 

네트워크에서 강한 유대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Granovetter, 1983). 이처럼, 

폐쇄적 SNS는 강한 연결을 가진 지인 간에 유대감과 신뢰 등의 결속력이 

강하여, 구성원들은 SNS를 통해 형성한 네트워크에 대한 감정적 몰입이 

강하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네트워크는 스스로를 표현하고 자신의 가치를 

타인에게 인정 받고자 노력하는 관계지향적 목적에 적합하다(Shin et al., 

2011). 또한, 결속적 사회자본의 구성원들은 동질적인 특성, 즉 구성원들의 

배경이 다양하지 못한 특성이 있다(Putnam, 2000). 따라서 이 부류의 

사람들은 제품을 구매할 때 자신이 속해있는 관계망 안의 사람들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동기가 매우 큰 것이 일반적이다(박용석 외., 2012). 

본 장에서 언급한 문헌 연구들을 정리하면 SNS의 양적 참여는 연결적 

사회자본의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SNS의 질적인 참여는 결속적 

자본 형성을 촉진시킨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H2: SNS 유형에 따라 형성되는 사회자본의 형태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3.1.3 소셜네트워크광고와 소비자행동 

 

기존의 여러 온라인 광고 연구들(Duoffe, 1996; Schlosser et al.,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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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ckett & Carr, 2001; Wolin et al., 2002, Yang, 2003)에서 광고 메시지에 

대한 지각된 즐거움은 광고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수용자의 정보욕구 충족은 전통적 광고연구뿐만 아니라 온라인 

광고연구(Schlosser et al., 1999; Tsang et al., 2004; Zhang & Mao, 

2008)를 통하여 광고태도 형성은 물론 제품 구매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변수로 입증된 바 있다. 특히 Taylor et al. (2011)의 연구는 

이용과 충족이론을 바탕으로 SNS광고에 대한 소비자 반응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광고의 정보성과 오락성 등 광고콘텐츠 

요인이 SNS광고 이용자의 태도에 유의미한 영양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러 변수들 중 오락성 요인이 광고에 대한 수용자 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Colliander & Dahlen (2011)의 블로그를 대상으로 브랜드 홍보 효과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블로그 상에 홍보되는 기사에 대한 신뢰도가 

광고에 대한 수용자의 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Pollay & Mittal (1993)의 전통 매체 광고태도모델에 의하면 광고 

메시지의 진위여부에 대한 인식은 광고태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SNS가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광고를 대상으로 한 Schlosser et 

al. (1999)와 Brackett & Carr (2001)의 연구에서도 진실성, 신뢰성, 믿음성, 

속임 등 의미가 비슷한 네 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신뢰성 척도를 가지고 

소비자의 태도를 조사한 결과 광고의 신뢰성이 광고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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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연구에서 SNS광고에 대한 일반적인 가치 인식과 변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지만(Chu & Kim, 2011; Taylor et al., 2011), SNS 마케팅 

커뮤니케이켠 메시지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과 소비자 태도 및 구매의사 등에 

대한 연결적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3a: SNS 광고의 정보성이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b: SNS 광고의 오락성이 광고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c: SNS 광고의 오락성이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d: SNS 광고의 신뢰성이 광고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e: SNS 광고의 신뢰성이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4 사회자본과 소셜네트워크광고 가치 

 

궁극적으로 기업이 SNS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목적은 수용자에게 

기업 및 브랜드의 가치를 더 높게 인정받고 소비자의 구매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대부분의 SNS는 광고를 주요 수익 모델로 삼고 있는데, SNS가 수익 

실현이라는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용자가 지각하는 광고 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연구와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사회자본과 광고의 인지된 가치와의 관련성을 

추론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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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ylor et al. (2011)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흥미 혹은 정보가치를 

지니거나 사회적 가치를 제공해 주는 콘텐츠를 전달할 때 더 우호적으로 

반응하며 특히, 사회적 자본을 제공하는 정보를 전달받았을 때,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이용자들은 더욱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Granovetter (1973)에 의하면 서로 직접적 연결이 없는 구성원들 

사이에는 구조적 공백(structural hole)이 있다고 한다. 직접적 관계가 없는 

두 집단 사이에 서로 제공하는 정보는 다양하며 중복되지 않아서 구조적 

공백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새롭게 유용한 정보나 지식을 얻을 수 있다(Burt, 

1997; 2005). 그러므로 연결적 사회자본은 새로운 정보와 자원을 쉽게 

접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지평 또는 세계관을 넓혀주고 유익한 정보의 기회를 

포착하는 데 도움이 된다(심홍진과 황유선, 2010).  

이희정(2013)의 SNS 내 사회자본의 효과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SNS 내 

연결적 사회자본은 소비자간 상호작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속적 사회자본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SNS 내 형성된 

사회자본은 SNS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에 대해 소비자가 인지하는 유용성과 

오락성이 모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Rogers (2003)는 사회적 

연결고리로 간주되는 여러 형태의 사회자본이 불확실성을 줄여줌으로써 

새로운 신상품을 빨리 받아들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도출 할 수 있다. 

 

H4a: SNS 연결적 사회자본이 SNS 광고의 정보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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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4b: SNS 연결적 사회자본이 SNS 광고의 오락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c: SNS 연결적 사회자본이 SNS 광고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d: SNS 결속적 사회자본이 SNS 광고의 정보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e: SNS 결속적 사회자본이 SNS 광고의 오락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f: SNS 결속적 사회자본이 SNS 광고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5 사회자본과 소비자행동 

 

Colliander & Dahlen (2011)은 SNS 중 블로그의 브랜드 홍보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동일한 브랜드 관련기사를 블로그와 온라인 잡지에 제시하고 

응답자의 반응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종속변수로 사용된 브랜드 태도와 

구매의도 모두 블로그 이용자의 반응이 잡지 이용자에 비하여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블로그 활용이 브랜드에 대한 수용자의 태도와 구매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부터 SNS 내 사회자본은 소비자 행동과 

연결성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한근 외 (2014)에 따르면 SNS 내 

연결적 사회자본과 결속적 사회자본은 각각 개별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소비자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도출 할 수 있다. 

 

H5a: SNS 내 연결적 사회자본이 광고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b: SNS 내 연결적 사회자본이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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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5c: SNS 내 결속적 사회자본이 광고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d: SNS 내 결속적 사회자본이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6 광고수용태도와 구매의도 

 

Mehta (1994)은 광고전략의 효과를 측정하는데 적합한 종속 변수로써 

행동의도 또는 구매의도를 사용한 모델 광고반응 모델을 제안하였다. Zeitham 

et al (1996)은 소비자 만족도와 비즈니스 서비스 질을 측정하는데 소비자 

행동의도 변수로써 구매의도, 재이용의사, 구전의도(타인에게 추천의사), 

긍정적인 코멘트의 사용이 최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행동 의도는 신념과 

태도가 실행될 주관적 가능성이며(Engel & Pawlik, 2005; Engel et al., 

1990) 소비자들이 어떤 대상에 대한 태도를 형성한 후 특정 미래행동으로 

나타내려는 개인의 의지와 신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Ajzen & Fishbein 

(2005)의 합리적 행동 모형에서는 소비자의 태도가 구매의도를 결정짓는 

요인임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구매의도가 구매행동으로 연결되는 

이전 단계임을 주장하였다. 그 동안의 많은 연구들은 구매행동 자체에 대한 

태도로서의 구매의도와 실제 구매행동 사이에 긴밀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Fishbein & Ajzen (1975)의 이성적 행위이론(TRA)에 의하면, 대상에 

대한 신념과 평가는 태도에 영향을 주고, 태도는 행동 의도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많은 SNS 환경에서의 소비자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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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진행되어 왔다(Heijden, Verhagen & Creemers, 2003; 서우종 외., 

2007; 윤혜정 외., 2012). 윤혜정 외.(2012)에 따르면 블로그에서 소개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 정보 등에 대한 이용자의 태도는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문헌 연구에 근거하여, 

SNS광고에 대한 태도가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제를 두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6: 광고수용태도는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연구 방법 

 

4.1 자료의 수집 

 

소셜 네트워크 광고 속성, 사회자본, 그리고 소비자 행위의 3차원 

관계연구를 내용으로 하는 본 연구는 설문조사 방법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한국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일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총 419부의 응답을 받았다. 설문조사 결과 연구 표본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 [표1]과 같다. 

SNS 내 사회자본과 소셜 네트워크 광고, 소비자 행동 간의 3차원적 관계 

분석에 사용된 연구 표본의 SNS 사용 및 SNS 광고에 따른 구매 경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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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2]와 같다. 가장 자주 사용하는 SNS는 페이스북으로 전체의 

41.8%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의 91.6%가 최근 일년 사이 1회 이상 

온라인에서 제품 또는 서비스 구매 경험이 있으며, 같은 기간 전체의 

59.9%의 설문자가 SNS 광고를 보고 구매한 경험이 1번 이상 있다고 

응답하였다. SNS 광고 상품 구매 당시 가장 많이 활용된 SNS 매체는 

페이스북으로 구매 경험자 중에 33.9%가 페이스북 광고를 보고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뒤이어 블로그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 정보를 보고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구매 경험자가 29.8%이며,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또한 각각의 매체를 통한 상품 및 서비스 

광고가 (잠정적)소비자 구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 광고를 바탕으로 구매한 제품의 유형을 조사한 결과 전체 구매 

경험자의 79.8%가 소비자에게 실용적 기능의 태도를 야기하는 필수재를 

구매했다. 사치재 구매에 광고가 이용된 경우는 20.2%로 필수재 구매와 

비교했을 때 SNS 광고에 따른 사치재 구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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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 207 49.4 

여 212 50.6 

연령 19세 이하 84 20.0 

20~29세 80 19.1 

30~39세 83 19.8 

40~49세 86 20.5 

50세 이상 86 20.5 

학력 고졸 이하 142 33.9 

대학재학 51 12.2 

대졸 185 44.2 

대학원이상 41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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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표본의 조사자 특성 

구분 항목 빈도 비율(%) 

가장 자주  

사용하는 SM 

페이스북 175 41.8 

블로그 68 16.2 

트위터 21 5.0 

인스타그램 25 6.0 

카카오스토리 123 29.4 

기타 7 1.7 

전체 419 100 

최근 1년 이내  

온라인 상 구매 경험 

없음 35 8.4 

1~5번 94 22.4 

6~10번 100 23.9 

11~15번 62 14.8 

16번 이상 128 30.5 

전체 419 100 

최근 1년 이내  

SNS 광고 상품 

구매 경험 

없음 172 41.1 

1~5번 152 36.3 

6~10번 55 13.1 

11~15번 18 4.3 

16번 이상 22 5.3 

전체 419 100 

광고 상품 구매 경험이 

있는 SNS 종류(중복) 

페이스북 142 33.9 

블로그 125 29.8 

트위터 35 8.4 

인스타그램 31 7.4 

카카오스토리 95 22.7 

SNS 광고 상품의  

구매 목적 

필수재 197 47.0 

사치재 50 11.9 

전체 247 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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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변수의 측정 

 

4.2.1 연결적 사회자본 

 

Putnam (2000)은 연결적 사회자본을 형성한 사람들은 약한 연결의 

네트워크를 통해 쉽고 빠르게 외부 자산과 정보에 접촉하고 수집할 수 있다고 

했고 그 특징으로는 외향적, 넓은 시각, 넓은 인간관계, 넓은 호의로 

나누었으며 이들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문항을 개발하였다(박용석 외., 

2012). Williams (2006)는 Putnam의 연구를 바탕으로 SNS 내에 형성되는 

연결적 사회자본을 측정할 수 있는 20개 문항을 만들어 연구에 활용하였다. 

그 중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5개 항목을 추출하여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4.2.2 결속적 사회자본 

 

결속적 사회자본은 구성원들 사이에 감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제한되었거나 

희귀한 정보의 유통을 가능하게 해주며 강한 결속력을 만들어 주지만, 

공동체에 소속되지 못한 외부 집단에게는 배타적이다(Putnam, 2000). 

SNS에서의 결속적 사회자본도 연결적 사회자본과 동일한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Williams (2006)의 연구로부터 5개 항목을 추출하여,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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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소셜네트워크광고 가치 

 

광고의 속성 요인으로 도출된 정보성, 오락성, 신뢰성 세 가지 요인의 

측정을 위하여 사용된 10개의 세부항목은 요인별로 Ducoffe (1996), Wolin 

et al. (2002), Taylor et al. (2011)의 연구에서 사용된 항목들과 심성욱과 

김운한 (2011)의 연구에서 도출된 광고이용동기 측정항목을 참고하여 각각 

3~4문항을 가지고 측정하였다. 모든 항목들은 리커트 타입의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4.2.4 광고수용태도 및 구매의도 

 

광고수용태도와 구매의도는 이전의 SNS 광고에 대한 소비자 태도 

연구들(Taylor et al., 2011; 안대천과 김상훈, 2012)로부터 3개 항목을 

도출하여 역시 리커트 타입의 5점 척도를 가지고 측정하였다. 

 

4.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를 높이고 이론변수에 대해 여러 측정항목들을 

측정하고 구성 개념들 간의 영향 관계를 동시에 고려하여 검증하는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 SEM)모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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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방정식은 요인분석과 회귀분석이 결합된 형태로 공분산 구조(Covariance 

Structure)를 분석하여 연구모형 전체의 적합성과 가설 검증을 함께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과관계의 추론을 가능케 하는 통계 분석 방법이다. 

먼저 연구 가설(1, 2)을 검증하기 위해 일원산분산분석 (ANOVA; 

Analysis of Variance)을 실시하였고 통계분석에는 SPSS 23.0v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 가설(3, 4, 5, 6)에 관하여 연구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SPSS 23.0v을 이용하여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분석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구조방정식 분석을 위해 AMOS 23.0v을 이용하여 

측정모델과 제안모델을 분석하였다. 추정된 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χ²/ d.f(2 이상이면 적합), GFI(0.9 이상이면 적합), AGFI(0.8 이상이면 

적합), TLI(0.9 이상이면 적합), CFI(0.9 이상이면 적합), RMSEA(0.5 

이하이면 적합) 등을 이용하였다(Hair,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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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석 결과 

 

5.1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여러 개 항목으로 구성개념을 

측정하는데 이러한 문항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계수를 활용하여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 [표3]과 같이, SNS에서 형성되는 연결적 사회자본은 0.832, SNS에서 

형성되는 결속적 사회자본은 0.903, SNS 광고의 정보성은 0.852, SNS 

광고의 오락성은 0.821, SNS 광고의 신뢰성은 0.858로, 요인 별로 모두 

0.7을 상회하는 수치로 내적 일관성을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Nunnally & 

Berstein, 1994). 

또한,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기에 앞서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이 기존 

연구에서 한꺼번에 타당성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수들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탐험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를 

실시하였다.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요인추출방법으로 

사용하였고, 요인 점수들간의 높은 상관관계 즉 다중공선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회전하는 직각 회전(varimax rotation) 방법을 택하였으며 고유치가 1 

이상인 요인만을 추출하였다. 그 결과 고유값이 1보다 큰 5개의 성분이 

추출되었고 분산의 설명력은 74.911%이었다. 그리고 변수들을 측정하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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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들이 해당 요인에 맞게 묶였으며, 요인 적재값(factor loading)은 모두 

0.50을 넘었고 KMO표본 적합성 검정은 0.894, Bartlett 구형성 검정은 

5193.39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측정변수의 타당성 검증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된다. 

 

5.2 제안된 연구모형의 검증 

 

제안된 SNS 광고효과 통합적인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AMOS 프로그램의 

구조방정식 모형기법을 이용하였다. 구조방정식 측정 전에 구성개념간의 단일 

변량 상관관계를 구하였다. 다측정항목 변수들의 평균값을 사용한 상관계수는 

[표 4]에 표시되어 있다.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으로 주요 변수간 

상관계수를 구한 결과 적합성지수는 모두 약간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따라서 통합적인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모두 22개의 가설이 설정되었다.  

모형 적합도를 나타내는 지수들을 평가기준에 의해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모형 적합도 결과를 보면 χ², d.f, AGFI, TLI, CFI, RMSEA 

값들은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기준 이상으로 보였고, GFI 값이 평균 기준에 

비해 조금 안 좋은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전체적인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GFI=0.89로 권장 기준치인 0.9에 약간 미달하는 수치이지만, 수정 

적합지수 AGFI가 0.85로 권장수준인 0.8 이상으로 측정되어 본 연구의 

전체적인 적합도는 만족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Lattin et al., 2003). 모형의 

전체적인 적합도를 측정할 때 하나의 지수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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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로 다차원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지수가 만족스럽지 않게 

나오더라도 전반적으로 적합하다고 여겨질 수 있다. 따라서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수용하기에 무리가 없어 설계 모형 그대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변수 
측정 

문항 

성분 
Crombach's α 

1 2 3 4 5 

연결적 

문항 1 .169 .763 .192 .110 .177 

0.832 
문항 2 .140 .758 .251 .056 .087 

문항 3 .183 .764 .064 .278 .089 

문항 4 .234 .703 .142 .105 .219 

결속적 

문항 1 .781 .156 .100 .259 .098 

0.903 
문항 2 .863 .102 -.001 .178 .049 

문항 3 .869 .205 .068 .068 .113 

문항 4 .864 .206 .122 .084 .049 

정보성 

문항 1 .073 .183 .791 .213 .188 

0.852 문항 2 .025 .190 .824 .128 .187 

문항 3 .158 .186 .759 .288 .179 

오락성 

문항 1 .108 .309 .430 .162 .594 

0.821 문항 2 .063 .216 .147 .390 .724 

문항 3 .115 .108 .179 .137 .817 

신뢰성 

문항 1 .164 .250 .180 .765 .229 

0.858 문항 2 .233 .115 .266 .780 .176 

문항 3 .203 .122 .200 .799 .210 

고유값 7.737 2.68 2.116 1.334 0.856  

%누적 36.844 49.608 59.685 66.035 74.911  

KMO=0.894  , Bartlett’s=5193.394  

***: p < 0.001 요인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회전 방법: Kaiser (varimax ro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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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주요변수간 상관계수 

 연결적 결속적 정보성 오락성 신뢰성 광고태도 구매의도 

연결적  .446** .488** .539** .458** .458** .444** 

결속적 .446**  .266** .327** .439** .294** .395** 

정보성 .488** .266**  .634** .539** .531** .532** 

오락성 .539** .327** .634**  .634** .680** .659** 

신뢰성 .458** .439** .539** .634**  .538** .666** 

광고태도 .458** .294** .531** .680** .538**  .690** 

구매의도 .444** .395** .532** .659** .666** .690**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표 5] 모형 적합도지수 평가결과 

적합도 지수 평가기준(이상치) 모형 적합도 결과 

χ² 작을수록 804.688 

d.f 클수록 436 

GFI 0.9 이상 0.89 

AGFI 0.8 이상 0.85 

TLI 0.9 이상 0.92 

CFI 0.9 이상 0.94 

RMSEA 0.1 이하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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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연구 가설 검증 

 

5.3.1 가설 1의 검증 

 

연구가설1은 SNS 유형별로 SNA의 인지된 속성차이에 관한 것이다.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세 가지 광고속성 요인 각각에 대하여 

이용자의 응답을 합산한 뒤 설문 항목 수로 나누어 평균값을 구하였다. SNS 

유형 간의 SNS 광고 속성의 차이를 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과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표6]에 의하면, 각각의 SNS를 통해 노출되는 

광고에 대하여 이용자가 인지하는 정보성은 모든 SNS 유형에서 척도의 

중간점인 3.0을 상회하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또한 SNA의 정보성 

평가에서 SNS 유형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 = 

2.488, P < 0.05). 따라서 SNS 유형별로 광고의 정보성에 대한 평가에는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인스타그램과 트위터가 정보성(평균=3.560) 

평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블로그(평균=3.411), 카카오스토리 

(평균=3.213), 페이스북(평균=3.094) 순서로 SNA의 정보성에 대한 평가에 

차이가 있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광고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투자되고 있는 

페이스북 광고의, 정보성 측면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SNS 광고의 오락성과 신뢰성에 대한 이용자의 평가에는 SNS 

유형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SNS 유형별로 광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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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성과 신뢰성에 대한 평가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5.3.2 가설 2의 검증 

 

연구가설2는 SNS 유형별로 형성되는 사회자본 차이에 관한 것이다.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구분한 두 가지 형태의 사회자본(연결적 사회자본, 

결속적 사회자본)에 대하여 이용자의 응답을 합산한 뒤 설문 항목 수로 

나누어 평균값을 구하였다. SNS 유형별로 형성된 사회자본의 형태를 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과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표6]에 의하면, 

SNS 내에 연결적 사회자본은 페이스북을 제외한 모든 SNS 유형에서 척도의 

중간점인 3.0을 상회하는 수치를 보여, 연결적 사회자본 형성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모든 SNS 유형에서 결속적 사회자본은 척도의 

중간점인 3.0을 넘지 못하였으므로, SNS 내 결속적 사회자본 형성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SNS 유형별로 연결적 사회자본 형성에는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 = 3.569, P < 0.05). 따라서 가설 2에 대하여 SNS 

유형별로 연결적 사회자본 형성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서 연결적 사회자본(평균=3.50)을 가장 

크게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블로그(평균=3.365), 카카오스토리 

(평균=3.239), 페이스북(평균=2.957) 순서로 연결적 사회자본 형성에 

차이가 있었다. 한편, SNS 내 결속적 사회자본 형성에는 SNS 유형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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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SNS 유형별로 결속적 사회자본 

형성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5.3.3 가설 3의 검증 

 

연구 가설3은 SNS 광고 속성이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적합도가 인정된 연구모형에 대한 가설을 검정한 결과[표7], SNS 광고 

속성으론 선정된 정보성, 오락성, 신뢰성은 소비자 행동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 광고의 정보성 

요인은 이용자의 광고수용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므로 가설 

3a는 기각되었다. SNS 광고의 정보성 요인이 소비자의 구매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β = 0.088, C.R = 1.32, p < 0.01)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설3b인 SNS 광고의 정보성은 소비자의 구매 행위에 직접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 광고의 오락성 요인은 이용자의 

광고수용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β = 0.753, C.R = 6.35, p < 

0.001), 구매 의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β = 0.241, C.R = 2.00, p 

< 0.05). 따라서 가설 3c와 3d에 의해 SNS 광고의 오락성은 소비자의 구매 

행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 광고의 신뢰성 요인은 

이용자의 광고수용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β = 0.149, C.R = 2.26, 

p < 0.05), 구매 의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β = 0.423, C.R = 6.43, 

p < 0.001). 그러므로 가설3e와 3f에 의해, SNS 광고의 신뢰성은 소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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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행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3.4 가설 4의 검증 

 

연구 가설4는 SNS에서 형성된 사회자본이 SNS 광고 속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적합도가 인정된 연구모형에 대한 가설을 검정한 결과는 

[표7]과 같다. SNS에서 형성된 연결적 사회자본은 SNS 광고의 정보성, 

오락성, 신뢰성 각각에 대하여, 긍정적인 영향(β = 0.816, C.R = 10.735, p 

< 0.001; β = 0.893, C.R = 10.159, p < 0.001; β = 0.645, C.R = 9.455, 

p < 0.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4a, 4b, 4c는 채택되었다. SNS에서 

형성된 결속적 사회자본은 SNS 광고의 신뢰성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β = 

0.11, C.R = 1.958, p < 0.05)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결속적 

사회자본이 SNS 광고의 정보성과 오락성 요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β = -0.161, C.R = -2.71, p < 0.01; β = -0.126, C.R = -

2.214, p < 0.01)으로 나타났다. 

 

5.3.5 가설 5의 검증 

 

연구 가설5는 SNS에서 형성된 사회자본이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적합도가 인정된 연구모형에 대한 가설을 검정한 결과는 

[표7]과 같다. 분석 결과, SNS에서 형성된 연결적 사회자본과 결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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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본은 이용자의 광고수용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 의도에 대해서는, 연결적 사회자본은 긍정적인 영향(β = 

0.12, C.R = 2.247, p < 0.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결속적 

사회자본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5a, 

5b, 5c는 기각되었으며, 가설 5d 만이 채택되었다.  

 

5.3.6 가설 6의 검증 

 

연구 가설 6은 SNS 광고수용태도가 소비자의 구매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 분석 결과 가설 6은 지지되었다(β = 

0.412, C.R = 5.629,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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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SNS 유형별 분산분석(ANOVA). ㈜다중집단 비교는 던칸 테스트 이용 

요인 
유형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블로그 트위터 인스타그램 

통계치와 

다중집단 

비교 샘플 46 47 26 21 25 

연결적 

평균 2.957 3.239 3.365 3.500 3.500 
F=3.569, 

P=0.008 
편차 0.831 0.743 0.540 0.703 0.703 

결속적 

평균 2.603 2.899 2.760 2.650 2.650 
F=0.986, 

P=0.417

집단간 

차이 없음 
편차 0.909 0.767 0.719 0.924 0.924 

정보성 

평균 3.094 3.213 3.411 3.560 3.560 
F=2.488, 

P=0.046 
편차 0.863 0.631 0.511 0.699 0.699 

오락성 

평균 2.826 3.027 3.183 3.050 3.050 
F=1.181, 

P=0.321 

집단간 

차이 없음 
편차 0.778 0.739 0.573 0.810 0.810 

신뢰성 

평균 2.529 2.844 2.769 2.866 2.867 
F=1.567, 

P=0.186 

집단간 

차이 없음 
편차 0.662 0.637 0.729 0.793 0.793 

광고 

태도 

평균 2.964 3.277 3.243 3.214 3.213 
F=1.072, 

P=0.320 

집단간 

차이 없음 
편차 0.856 0.769 0.630 0.787 0.787 

구매 

의도 

평균 2.623 3.022 2.846 2.787 2.787 
F=1.872, 

P=0.118 

집단간 

차이 없음 
편차 0.794 0.679 0.620 0.70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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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가설 검증 결과 

가설    경로계수 S.E. C.R. P 결과 

3a 태도 <-- 정보 0.097 0.078 1.334 0.182 기각 

3b 구매 <-- 정보 0.088 0.062 1.32 ** 채택 

3c 태도 <-- 오락 0.753 0.13 6.35 *** 채택 

3d 구매 <-- 오락 0.241 0.113 2.003 * 채택 

3e 태도 <-- 신뢰 0.149 0.072 2.266 * 채택 

3f 구매 <-- 신뢰 0.423 0.062 6.437 *** 채택 

4a 정보 <-- 연결 0.816 0.088 10.735 *** 채택 

4b 오락 <-- 연결 0.893 0.1 10.159 *** 채택 

4c 신뢰 <-- 연결 0.645 0.078 9.455 *** 채택 

4d 정보 <-- 결속 -0.161 0.053 -2.71 ** 채택 

4e 오락 <-- 결속 -0.126 0.05 -2.214 ** 채택 

4f 신뢰 <-- 결속 0.112 0.05 1.958 * 채택 

5a 태도 <-- 연결 -0.167 0.21 -0.991 0.322 기각 

5b 구매 <-- 연결 -0.233 0.164 -1.524 0.128 기각 

5c 태도 <-- 결속 0.046 0.056 0.784 0.433 기각 

5d 구매 <-- 결속 0.12 0.044 2.247 * 채택 

6 구매 <-- 태도 0.412 0.063 5.629 ***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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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토론 

 

6.1 연구결과의 요약 

 

현재 SNS의 영향력이 다방면으로 확산함에 따라 기업은 마케팅 

수단으로써 SNS를 통해 제품 확산 및 홍보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기업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SNS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는 SNS 유형별로 소셜 네트워크의 가치(사회자본 이론)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으며, 소셜네트워크 사회자본, 소셜 네트워크 광고, 

그리고 소비자 행동의 3차원 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이용자 입장에서 SNA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측정되는 정보성, 오락성, 신뢰성이 SNS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다음, 사회자본 이론을 바탕으로 사회자본의 두 유형인 연결적 

사회자본과 결속적 사회자본의 형성에 SNS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소셜 네트워크 사회자본이 SNS 광고 가치와 소비자 

구매 행동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SNA의 오락성, 신뢰성 그리고 SNS 내 결속적 사회자본의 

형성은 SNS 유형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SNA의 정보성 

요인과 SNS 내 연결적 사회자본의 형성은 SNS 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 

(인스타그램 = 트위터 >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페이스북)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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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과 트위터가 SNS 광고의 정보 가치와 연결적 사회자본을 가장 

강하게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페이스북이 가장 낮게 형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가설1과 가설 2는 지지되었다. 또한 SNS 내 

형성되는 연결적 사회자본은 SNA의 인지된 가치(정보성, 오락성, 신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이용자의 광고수용태도와 구매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SNS 내 연결적 사회자본은 

소비자 행동에 간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진다. 결속적 

사회자본의 경우, SNA의 신뢰성 요인과 소비자의 구매 의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SNA의 정보성과 오락성 요인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광고수용태도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 광고의 

오락성과 신뢰성 요인은 광고수용태도 및 구매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행동을 촉진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진다. SNS 광고의 정보성 요인은 구매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광고수용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소비자 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SNS가 형성하는 

사회자본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광고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미치며 구매 

의사에도 영향을 주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6.2 연구 시사점 

 

본 논문은 SNS 유형별로 형성되는 사회자본의 형태가 다를 수 있으며, 



45 

 

SNS를 활용한 광고의 가치 또한 SNS 유형별로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는 

주장을 처음으로 제시하고 근거가 될 결과를 보여준다. 연구 결과, 페이스북 

또는 블로그와 비교했을 때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서 이용자들은 더 강한 

연결적 사회자본을 형성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유대감과 신뢰 등의 가치를 

포함하는 결속적 사회자본의 형성은 모든 SNS 유형에서 예상했던 것과 달리 

미약한 것으로 알 수 있다. SNS를 활용한 광고에 대하여 수용자가 느끼는 

광고의 정보적 가치 또한 표현중심형 SNS에서 가장 높게 인식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광고의 오락적 가치나 신뢰적 가치에는 SNS 유형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즉, SNS 유형별로 형성되는 사회자본의 형태와 

정도가 다르고, 소셜네트워크 광고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본 연구 결과로부터 우리는 사람들이 속해있는 관계망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그들의 제품 구매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사람들이 제품을 평가하고 구매할 때 자신이 속해 있는 관계망이 얼마나 

넓은지 또는 얼마나 결속력이 강한지에 따라 구매 행동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연결적 사회자본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소셜 네트워크가 환경에서 소비자의 구매 태도가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SNS 

상에서 노출되는 광고에 더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며, 이는 소비자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소셜네트워크광고에 대한 수용자의 태도와 

소비자 구매 행위간의 연결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 SNS의 소셜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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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실증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연계하여 과연 어떤 연결성이 있는지에 

대해 분석함에 의의가 있다.  

 

6.3 한계점과 향후의 연구 

본 연구는 지금까지 각각 따로 연구되어온 세 가지 영역(사회자본과 소비자 

행동, SNA와 소비자 행동, 사회자본과 SNA)의 관계의 통합을 시도한 첫 

번째 논문 이므로 앞으로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소비자 제품 구매 행동에 영향을 주는 소득과 

나이, 성별 등과 제품 유형에 따른 집단간의 비교를 진행하여 결과 내용을 더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SNS 유형의 어떤 개별 특징이 사회자본 

형성과 소셜 네트워크 광고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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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설문지 

 

 

 귀하의 성별을 선택해 주세요 

•남자  •여자 

 귀하의 연령대를 선택해 주세요 

•19 세 이하  •20-29  •30-39  •40-49  •50 

 귀하의 최종학력을 선택해 주세요 

•고졸 이하  •대학재학  •대졸  •대학원 이상 

 아래 예시 중 이용 경험이 있거나 현재 이용하고 있는 소셜미디어를 우선  

순위에 따라 선택해 주세요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온라인 상에 제품/서비스 구매 빈도를 선택해 주세요 (최근 일년간) 

•없음  •1-5 회  •6-10 회  •11-15 회  •16 회 이상 

 소셜미디어 상에 (제품/서비스) 광고 및 정보를 보고 구매한 경험이 

있나요 

•없음  •1-5 회  •6-10 회  •11-15 회  •16 회 이상 

 소셜미디어에서 광고나 정보를 보고 실제 구매를 한 경험 있다면 당시 

소셜미디어는 무엇인지 1 개 이상 선택해주세요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소셜네트워크광고 정보성 

 나는 소셜미디어 상에서 정확한 (브랜드/제품/서비스) 정보를 얻을 수 

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나는 소셜미디어 상에서 내가 원하는 (상업적) 정보를 얻을 수 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나는 소셜미디어에서 신뢰할 만한 (브랜드/상품)정보를 얻을 수 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소셜미디어 상에서 (브랜드/제품/서비스)정보를 보는 것이 즐겁다 

.   1.  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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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네트워크광고 오락성 

 소셜미디어 상에 광고들은 나를 즐겁게 해준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기업과 연결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나는 시간을 때우기 위해 소셜미디어 상에 광고나 (상업적)정보를 본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소셜네트워크광고 신뢰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결된 기업/개인을 믿을 수 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결된 기업/개인과는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결된 기업/개인이 올리는 정보 대부분은 

정직하다고 생각한다 

.    1.  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광고수용태도 

 소셜미디어에서 보여지는 브랜드나 제품/서비스에 관심이 간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소셜미디어에서 보여지는 브랜드나 제품/서비스에 호감이 간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소셜미디어에서 보여지는 브랜드나 제품/서비스에 호기심이 생긴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구매의도 

 나는 소개된 제품/서비스를 구매할 것이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나는 소개된 제품/서비스를 구매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나는 소개된 제품/서비스를 구매하라고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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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연결적 사회자본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은 나에게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싶게 만든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은 내가 속해 있는 집단/지역 

이외의 집단/지역에 관해 호기심을 갖게 만든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은 내가 더 큰 공동체의 일부임을 

느끼게 만든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은 나에게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음을 일깨워준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SNS 결속적 사회자본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통하는 사람들 중 나의 개인적인 문제에 관해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통하는 사람들 중 내가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통하는 사람들 중 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통하는 사람들 중 내가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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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cebook, blogs, Instagram, Twitter, etc. Social media users are 

increasing and their influences are growing. Therefore, many global 

companies are using social media in their marketing tool but, there is 

little study that whether there is the difference in the form of the 

advertising attributes of social capital formation through the social media 

type. On the other hands, how the formation of social capital through the 

social media affect to the attitudes and consumer behavior. In this study, 

three-dimensional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social media 

advertising property, and consumer behaviour empirically analyzed. 

Recently, social media emerged as an important means of communication 

for brands and business which can be separated as three types, the blog, 

SNS, and micro-blog. By comparing them to the attitude of users toward 

the advertising and purchasing behaviour related to the social capital, we 

can confirm the practical effect of social media advertising. 

For this study, online survey of users of social media such as blog, 

Instagram, KaKao story, twitter used as research sample. The results 

shows are expected as, firstly, the attitude of the users for ads that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social media type. Second, brid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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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capital in this connection is emphasized that social media appeared 

to influence attitudes and purchasing behaviour of the user for 

advertising.  

This study was able to see that the overall social media activities are 

connected to bridge social capital ever. The new research was done on 

the link between social media marketing research and consumer 

behaviour theory. Accordingly, practical marketing strategy of the 

company was mentioned at the end of the paper coming to Social Media 

advertising strategy. 

 

 

 

 

 

 

 

 

 

Keywords: Social Networking Advertising, Social Capital, Consumer 

intention, At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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