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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관계 마케팅 채널로 각광받고 있는 페이스북 브랜드 팬페

이지의 광고 효과를 높이는 방법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페이스북

이용자와 브랜드 팬페이지 또는 호스트(일명, 페북지기)의 관계는 관중이

페르소나에 대해 느끼는 친밀감을 뜻하는 준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설명

가능하다. 그래서 이를 중심으로 미디어 기술(소비자 응답에 대한 브랜

드의 ‘좋아요(Like)’ 유무 × ‘답글’ 유무)과 텍스트 전략(‘홍보’, ‘일상’) 차

원의 상호작용성이 준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방문, 구

매, 구전 의도가 준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검증하였다.

또한 준사회적 상호작용과 행동 의도 사이에 관계 품질이 어떤 매개 효

과를 가지는지도 검증하였다. 이때 관계 품질은 관계 대상(‘브랜드 팬페

이지 또는 페북지기’, ‘브랜드’)과 품질(‘만족’, ‘신뢰’)에 따라 4가지 조건

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문제 및 가설 검증을 위해 본 연구는 347명의 실험 참여자에게

미디어 기술과 텍스트 전략 차원의 상호작용성이 조작된 8가지 유형의

메시지를 각각 제시한 다음, 준사회적 상호작용, 관계 품질, 행동 의도에

대한 설문에 응답하게 하였다. 그 결과 첫째, 상호작용성의 경우 미디어

기술 차원만이 준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했다. 답글

이 있을 때에만 준사회적 상호작용이 높아졌으며, 좋아요와 답글이 달리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준사회적 상호작용이 행동 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했다. 준사회적 상호작용을 할수록 방문, 구매, 구

전 의도는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관계 품질은 준사회적 상호작용과 행

동 의도를 매개하였다. 특히 준사회적 상호작용과 구매 의도 사이에서

브랜드에 대한 만족, 브랜드와의 관계 품질, 만족은 완전 매개 효과를 가

졌다.

본 연구는 브랜드 팬페이지의 광고 효과를 높이는 방법을 탐구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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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브랜드 팬페이지를 활용한 실무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에 유용한 제언

을 제공한다. 특히 브랜드 팬페이지에 대한 기술적 연구가 주로 진행된

것에 반해 연구를 위해 브랜드 팬페이지를 실제 제작하여 광고 효과를

높이는 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진행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또한 준

사회적 상호작용 계발 요인으로 언급되어온 상호작용성의 한계를 보완했

다는 의의도 갖는다. 미디어 기술 차원의 상호작용성에서 본 연구는 첫

째,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하는 한 대상만을 고려하던 기존연구에서 나아

가 두 대상을 고려했으며 둘째,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던 것에서 나아가 두 대상 간에 ‘주고 받고 주는’ 3회 이상

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는 상황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암묵적으

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던 좋아요와 댓글의 상호작용성이 실제로

도 그렇게 인식되는지 살펴보았다. 반면 텍스트 전략 차원의 상호작용성

에서는 첫째, 메시지 형식에 대한 기존연구에서 나아가 메시지 내용의

효과를 탐색적으로 살펴봤으며 둘째, 이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실제 브랜

드 팬페이지에서 활용되고 있는 메시지 내용의 유형을 적용하였다.

주요어 : 준사회적 상호작용, 관계 마케팅, 관계 품질, 상호작용

성, 방문 의도, 구매 의도, 구전 의도, 브랜드 팬페이지

학 번 : 2014-2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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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현재 페이스북은 브랜드 마케팅 채널로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

다(KPR 소셜커뮤니케이션연구소, 2016). 이에 본 연구는 마케터가 주목

하는 소셜 미디어인 페이스북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의문

을 품게 되었다.

브랜드 마케팅의 목적은 충성스런 소비자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때

브랜드 충성도는 제품의 품질이 아니라 소비자와 브랜드의 친밀한 관계

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Aaker, 1991; Chaudhuri & Holbrook, 2001;

Fournier, 1998; Morgan, 1999; Oliver, 1999), 특정 브랜드에 충성스런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지속적으로 구매 또는 이용한다. 충성스런 소비자

는 일차적으로 제품을 소비할 뿐 아니라 이차적으로 제품을 추천하는 등

입소문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브랜드 충성도에서 강조하는 소비

자와 브랜드 관계는 그 자체가 장기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은

충성스런 소비자를 얻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브랜드 충성도의 목적이 소비자와 브랜드의 장기적인 관계 확립 및

유지라는 점은 브랜드 마케팅 채널로 페이스북 활용이 필연적이라는 것

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페이스북에서 운영하는 브랜드 팬페이

지는 단기적인 측면에서 브랜드와 브랜드의 제품, 이벤트 등에 대한 정

보를 알리거나 그에 대한 구매 또는 참여를 독려한다는 점에서 매스 미

디어를 활용한 광고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장기적인 측면

에서 브랜드 팬페이지는 페이스북의 주요 상호작용성 기능인 좋아요

(Like), 댓글, 공유(Share)를 활용해 정보의 확산을 용이하게 만들고, 소

비자와 직접적으로 소통하며 그 관계를 관리한다는 점에서 매스 미디어

와 뚜렷이 구별된다(임지은ㆍ황장선, 2014; 정예림ㆍ이성춘ㆍ이은선,

2013). 이처럼 브랜드 마케팅에서 소비자와 브랜드 관계가 중요해짐에

따라 페이스북은 주목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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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소비자와 브랜드의 직접적인 소통은

소비자로 하여금 브랜드 팬페이지 또는 호스트(일명, 페북지기)와 실제

대화하는 듯한 인상을 갖게 만든다. 소셜 미디어가 사적인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그 네트워크 내의 커뮤니케이션을 활발하게 만든다는 점은 소

비자가 브랜드 팬페이지에서 받아들이는 친밀한 인상을 강화하는 요인으

로 작용한다. 그렇지만 소비자와 브랜드 관계를 일반적인 친구 관계로

동일시하기는 어렵다. 브랜드는 실체가 없는 존재이며 브랜드와의 직접

적인 소통은 브랜드 팬페이지를 매개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일상적인

대면 관계에 의해 형성된 친구 관계 또는 그 결과로 발생한 친밀감과 등

치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와 브랜드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매스 미디어를 매개로 관중과 페르소나 간에 형성된 친밀한 관계를

뜻하는 준사회적 상호작용(Parasocial Interaction)을 가지고 오게 되었다.

브랜드 팬페이지의 활용이 만연한 것에 비해 브랜드 팬페이지의 광고

효과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부족했다. 물론 실증적 연

구도 몇몇 진행되었지만 실험 참여자로 하여금 기존에 이용하던 브랜드

팬페이지를 떠올리며 설문에 응답하게 하여 알고자 하는 변수 간의 인과

관계를 명확히 파악해내지 못했다(박경인ㆍ조창환, 2015; 이경렬ㆍ 정선

호, 2013; 이경렬ㆍ정수민, 2013). 반면 초기 연구로 브랜드 팬페이지의

활용 현황에 대한 기술적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왔다(김현아ㆍ김지은ㆍ

정만수, 2016; 이수범ㆍ김남이, 2012; 이영주ㆍ김성계, 2013; 이은선ㆍ김

미경, 2012; 임지은ㆍ황장선, 2014; 황장선ㆍ임지은, 2013). 그래서 본 연

구는 브랜드 팬페이지에서 형성되는 소비자와 브랜드 관계가 준사회적

상호작용과 연결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준사회적 상호작용을 계발하는 요

인을 브랜드 메시지에 처치하여 브랜드 팬페이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준사회적 상호작용의 계발 요인 중 상호작용성에 주목했

다. 소셜 미디어의 대표적인 특징이 상호작용성일뿐 아니라 브랜드 팬페

이지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웹사이트 내에서 준사회적 상호작용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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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는 요인으로 상호작용성이 꼽히고 있었기 때문이다(Chua &

Banerjee, 2015; Labrecque, 2014; Thorson & Rodgers, 2006). 나아가 상

호작용성을 미디어 기술 차원과 텍스트 전략 차원으로 분류하고(Lee &

Shin, 2012), 기존연구에서 제시된 두 차원의 상호작용성이 가지는 한계

점을 보완하고자 했다.

첫째, 미디어 기술 차원에서 상호작용성은 하이퍼링크 클릭 등 대화

에 참여하는 두 대상 중 한 대상의 행동만을 고려하는 한계점을 가졌다

(Chua & Banerjee, 2015; Thorson & Rodgers, 2006). 양방향 커뮤니케

이션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는 것은 엄밀하게 상호작용성을 나

타낸다고 보기 어렵다. 상호작용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메시지에 대해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피드백이 발생

하고 발생한 피드백에 대한 이차적 반응까지 제시되어야 한다(Rafaeli,

1988). 그래서 진정한 상호작용성을 브랜드 팬페이지 상에 게시된 브랜

드 메시지에 소비자가 피드백을 남길 수 있는 상황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피드백과 그 피드백에 대한 브랜드의 반응까지 제시된

것으로 개념화하였다. 나아가 미디어 기술 차원에서 소비자의 피드백에

대한 브랜드의 반응이 좋아요, 답글일 때에 따라 소비자가 브랜드에 대

해 느끼는 친밀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연

구를 통해 좋아요와 답글이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며 답글이 좋아요보

다 높은 상호작용성을 나타낸다고 유추할 수 있었는데(이경렬ㆍ정수민,

2013; 이상돈ㆍ이수영ㆍ김군주, 2015; 이은선ㆍ김여정ㆍ안정선, 2013; 정

예림 외, 2013; 황장선ㆍ임지은, 2013), 소비자가 실제로 이를 인식하는지

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둘째, 텍스트 전략 차원에서 상호작용성은 메시지 형식에만 치중되어

있는 한계를 가졌다(Labrecque, 2014; Thorson & Rodgers, 2006;

Trammell, Williams, Postelnicu & Landreville, 2006). 그렇지만 프로그

램 장르에 따라 친밀감이 달라지듯이(Rubin & Rubin, 1982), 메시지 내

용에 의해서도 준사회적 상호작용이 계발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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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브랜드 팬페이지에 게시되는 내용

이 일상과 홍보에 대한 것으로 명확하게 분류되고 있다는 점(이은선ㆍ김

미경, 2012; 황장선ㆍ임지은, 2013)에서 실제 활용되는 메시지 내용 중

무엇이 소비자와 브랜드의 친밀한 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는 페이스북에서 브랜드 팬페이지의 광고 효과를 높이

기 위한 방법으로 미디어 기술 및 텍스트 전략 차원의 상호작용성에 대

해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소비자와 브랜드의 친밀한 관계가 어떤 과

정을 통해 충성스런 행동으로 연결되는지도 살펴보며, 궁극적으로 브랜

드 팬페이지를 넘어 소셜 미디어를 브랜드 마케팅 채널로 활용하는데 유

용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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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관계 마케팅 채널로서 페이스북

마케팅 전략의 중심은 거래 마케팅에서 관계 마케팅으로 이동해왔다

(Grönroos, 1995). 거래 마케팅은 매스 미디어를 통해 차별화된 품질을

강조하여 단기간 내 신규고객을 창출하는 전략이다. 그러나 기술 발전으

로 차별화된 품질을 만들기 어려울뿐더러, 신규고객의 창출에는 많은 비

용이 소모된다. 기존의 제품을 새로운 제품으로 바꾸려는 소비자의 동기

가 적어 신규고객의 선택을 받기까지 많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Aaker, 1991). 그래서 품질 대신 차별화된 관계를 강조하여 장기간 동안

기존고객을 유지하려는 관계 마케팅이 등장하게 되었고, 사람과 조직의

관계와 연결이 핵심인 소셜 미디어가 관계 마케팅 채널로 각광받기 시작

했다(Nair, 2011).

소셜 미디어는 콘텐츠, 의견, 관점, 통찰, 미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온

라인 도구로 매시업(Mashup), 브로그(Vlog), 블로그(Blog), 위젯

(Widget), 위키(Wiki)1) 등을 포함한다(Nair, 2011). 이때 매시업, 브로그,

블로그 등은 개인의 사회 연결망을 기술적으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관계

를 강조하지만, 콘텐츠 공유가 핵심이다. 다시 말해 모든 소셜 미디어가

관계 관리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다. 엄밀하게 관계 마케팅 채널로

각광받는 것은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Social Network Site)로 개인이 자

신의 프로필과 인맥 리스트를 구성하여 자신과 인맥의 사회 연결망 내에

1) 매시업은 다양한 정보를 결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로, 대
표적인 예는 하우징맵(www.housingmaps.com)이다. 브로그는 유튜브
(www.youtube.com)와 같은 비디오로그를 뜻하며, 블로그는 대화 또는 토론
을 유도하는 메시지를 게시하는 웹로그이다. 위젯은 웹에서의 기능을 수행하
는 소프트웨어, 위키는 위키피디아(www.wikipedia.org)와 같이 집단이 협업
하여 편집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콘텐츠를 의미한다(Nair, 2011).

http://www.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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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소통하는 웹 기반의 서비스를 가리킨다(Ellison, 2007).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는 관계 형성과 유지가 핵심이라는 점에서(Lee & Shin, 2012) 관

계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소셜 미디어의 하위 차원으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는 소셜 미디어와 구분 가능하지

만, 일상과 학문의 영역에서는 소셜 미디어와 혼용되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소셜 미디어로 통칭되는 관계 마케팅 채널 중에서 관계 관리에

초점이 맞춰진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에 국한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일상의 영역에서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와 혼용되는 소셜 미디어는 마

케팅 채널로 적극 활용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페이스북이 가장 선호

되고 있다. 217개의 국내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따르

면 전체의 99%가 페이스북을 마케팅 채널로 활용했으며, 블로그(77%),

유튜브(56%), 인스타그램(56%) 등이 뒤를 잇고 있었다(KPR 소셜커뮤니

케이션연구소, 2016). 페이스북이 선호되는 원인으로는 첫째, 이용자 수

와 개인 별 이용 시간이 많은 것을 꼽을 수 있다. 페이스북은 소셜 미디

어 중에서 가장 많은 이용자 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개인별 일평균 이용

시간이 33.6분으로 인스타그램(30.3분), 카카오스토리(21.2분), 밴드(20.7

분) 등보다 많았다(DMC 미디어, 2016). 둘째, 광고 제작이 용이하며 광

고 제작비가 저렴한 것을 들 수 있다(김혜림ㆍ김성운, 2013; 두진희ㆍ김

정현, 2012; 이수범ㆍ김남이, 2012). 마지막으로는 페이스북이 관계 형성,

유지, 나아가 강화라는 관계 마케팅 목적에 적합한 것을 들 수 있다

(Chua & Banerjee, 2015).

페이스북은 고객과 기업의 거리를 좁히는 관계 마케팅 채널로 각광받

고 있다(이경렬ㆍ정수민, 2013; 이은선ㆍ김미경, 2012). 그러나 페이스북

이 마케팅 채널로 적극 활용됨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

중 하나가 이용자가 느끼는 광고 양이 과도하다는 것이다. 페이스북 이

용자의 60.1%가 페이스북의 광고가 많다고 느끼고 있었다(DMC 미디어,

2016). 광고의 과부하는 기업에 대한 고객의 관심을 위태롭게 한다. 광고

가 많으면 고객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종국에는 탈진까지 겪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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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a & Banerjee, 2015). 다시 말해 페이스북 이용자는 임계량 이상의

광고를 접하게 되면 피로를 느끼고 광고를 수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페

이스북의 광고 효과가 줄어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은 페이스북 이용

자가 피로를 느끼지 않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공해야할 필요가 생기게 되

었고, 그 중 하나가 고객과 기업이 친밀한 관계를 형성, 유지, 나아가 강

화할 수 있도록 페이스북의 광고를 구성하는 것이었다.

페이스북에서 고객과 기업의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 방법을 알기위해

서는 페이스북의 광고 유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페이스북의 광고로는

첫째, 브랜드 팬페이지를 활용하는 유형이 있다. 페이스북 이용자가 특정

브랜드 팬페이지의 팬으로 자신을 등록하거나 특정 브랜드 메시지(콘텐

츠)에 반응을 남기면 해당 팬페이지와 메시지가 자신과 자신의 친구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이에 페이지 퍼블리싱(Page Publishing), 친구에 관한

이야기(Stories about Friends)가 해당된다. 둘째, 온라인 배너를 활용하

는 유형이 있다. 페이스북 이용자가 특정 브랜드 팬페이지의 팬으로 자

신을 등록하면 뉴스피드 내부나 우측에 온라인 배너가 자신 또는 자신의

친구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이에 스폰서드 광고(Sponsored Stories), 소

셜 광고(Advertisement with Social)가 해당된다(Lipsman, Mudd, Rich

& Bruich, 2012; 민귀홍ㆍ박현선ㆍ송미정ㆍ이진균, 2015). 여기에서 페이

스북 이용자의 피로가 상대적으로 덜한 유형은 브랜드 팬페이지를 활용

하는 전자이다. 전자에서 브랜드는 일종의 개인 이용자처럼 프로필과 메

시지를 전달하고 팬과 소통함으로써 팬으로 하여금 광고를 전달받고 있

다기보다 친구와 대화하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반면 후자

는 이용자의 인맥 리스트에 있는 친구가 추천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일

반적인 광고 전달과 동일하다. 이 경우 페이스북 이용자와 브랜드 팬페

이지가 다른 이용자(친구)를 매개로 삼자 관계를 성립하기 때문에 고객

과 기업, 양자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관계 마케팅에 적합하지 않다

고 판단된다. 그래서 본 연구는 관계 마케팅 채널 중에서 가장 선호되는

페이스북을 대상으로 브랜드 팬페이지가 고객과 기업의 관계에서 수행하



- 8 -

는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 2 절 브랜드 팬페이지에서의 준사회적 상호작용

페이스북에서 고객과 기업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준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설명될 수 있다. 홀튼과 월(Horton & Wohl, 1956)은 준사

회적 상호작용을 관중으로 하여금 페르소나(Persona)2)와 면대면 관계를

맺고 있다는 친밀감의 환상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때 페르

소나는 친구처럼 직접 소통하는 대상이 아닌 소통하는 느낌을 제공하는

대상이며, 소통하는 느낌마저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등의 매스 미디어

를 매개로 발생한다. 그래서 관중이 페르소나에 대해 느끼는 친밀감은

환상이라고 표현되었다. 그렇지만 관중이 페르소나에 대해 느끼는 친밀

감 자체는 실제 친구에 대해 느끼는 친밀감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매스

미디어를 통해 형성된 관중과 페르소나의 관계를 가상의 친구관계로 볼

수 있겠다.

나아가 루빈, 퍼스, 그리고 파월(Rubin, Perse & Powell, 1985)은 준

사회적 상호작용을 미디어에서 소비하는 것에 대한 미디어 이용자의 대

인적 몰입(Interpersonal Involvement)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면서 대인

적 몰입의 형태로 미디어 이용자는 페르소나를 친구로, 자신을 좋아하는

프로그램 세계의 일부로 여기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다시 말해 홀튼과

월(Horton & Wohl, 1956)의 정의와 마찬가지로 루빈 외도 준사회적 상

호작용을 대면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한 적 없는 대상과 가상의 친구관계,

2) 페르소나란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장면에 등장하는 표준화된 캐릭터로 관중
이 친밀감의 환상을 갖는 주체이다. 이때 관중은 친구와 같이 페르소나와 대
면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인지한다. 페르소나에 대해 친밀감의 환상을 갖게
된 관중은 페르소나에 대해 열광하며 페르소나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게 된
다. 이로써 관중은 페르소나의 현재와 미래의 행동과 의미를 예측할 수 있으
며, 증가된 예측력은 페르소나에 대해 느끼는 친밀감을 강화한다(Horton &
Wohl,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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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을 형성한 것이라고 간주한다. 그러나 준사회적 상호작용에 참여하

는 대상을 관중이 아닌 미디어 이용자로, 페르소나를 소비하는 것으로

일컬음으로써 매스 미디어에서 사람의 실체를 가진 대상과의 친밀한 관

계만을 살펴보던 기존연구의 외연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구체적으로 관중에서 미디어 이용자로의 변화는 비변증법적, 일방적 특

징과 같이 관중의 수동성이 강조되는 매스 미디어에서 이용자의 능동성

이 발현될 수 있는 상호성을 가진 다른 미디어로 준사회적 상호작용을

적용할 수 있게 하였다. 소비하는 것으로의 변화는 사람의 실체처럼 시

청각적 단서를 제공하는 대상뿐 아니라 이외의 단서를 제공하는 대상과

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음을 암시하였다.

호너(Hoerner, 1999)는 루빈 외(Rubin et al., 1985)의 정의를 토대로

준사회적 상호작용을 웹사이트에 적용하였다. 그러면서 준사회적 상호작

용을 웹사이트 방문자가 멀리 떨어져 있는 웹사이트 또는 호스트에 대해

친밀감을 느끼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때 웹사이트 또는 호스트는 소통

하는 방문자에게 그 존재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홀튼과 월

(Horton & Wohl, 1956)이 제시한 매스 미디어에서의 페르소나와 달랐

다. 그러나 매스 미디어의 페르소나처럼 실제 모습 자체는 아니지만 캐

릭터를 나타내는 그래픽, 대화나 작문, 정보 처리 스타일 등을 통해 소통

하는 대상에 대한 신호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졌다. 물론 그

래픽도 일종의 시청각적 단서로 기존 페르소나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외의 단서 또한 방문자로 하여금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실제로 페르소나

가 있는 웹사이트와 없는 웹사이트를 실험 참여자에게 제시하고 준사회

적 상호작용에 대해 응답하게 한 결과, 캐릭터나 목소리 등의 시청각적

단서가 제시된 웹사이트보다 텍스트 형태로 정보가 제시된 웹사이트가

준사회적 상호작용의 주요한 차원, 재방문 의도와 더 높은 상관관계를

가졌다. 다시 말해 웹사이트 또는 호스트와 가상의 친구관계를 형성하는

데 사람의 외관을 지닌 페르소나보다 사람과 소통한다는 인상을 심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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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신호가 더 중요하게 작동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루빈 외가

페르소나 대신 소비하는 것에 대한 대인적 몰입이라고 일컬은 준사회적

상호작용의 정의를 현대적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호너(Hoerner, 1999)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다수는 친밀한

관계를 야기하는 시청각적 단서를 나타내는 대상을 살펴보는데 주력해왔

다. 텔레비전 캐릭터의 외양과 같은 신체적 매력(Hoffner, 1996; Rubin

& McHugh, 1987; 박웅기, 2003b)뿐 아니라 스타와 같은 셀러브리티의

등장 유무 자체(박웅기, 2003a; 최양호ㆍ구향미ㆍ김봉철, 2009)가 친밀감

을 야기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그렇지만 호너의 설명처럼 시청

각적 단서를 제공하는 사람의 실체 없이 사람과 소통한다는 신호만으로

도 웹사이트 또는 호스트 등과의 준사회적 상호작용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준사회적 상호작용을 페이스북 이용자가 특정 브랜드

메시지에 대인적 몰입함으로써 해당 팬페이지 또는 페북지기에 대해 친

밀감을 느끼는 것으로 개념적 정의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시청각

적 단서 이외의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 3 절 준사회적 상호작용 계발 요인

준사회적 상호작용의 계발 요인은 관중, 페르소나, 프로그램 차원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이때 프로그램 차원은 메시지 내용뿐 아니라 메시

지가 전달되는 방식을 일컫는다(양문희, 2011). 그러나 준사회적 상호작

용은 관중과 페르소나의 관계(Giles, 2002)에 국한되어 프로그램 차원의

계발 요인에 대한 설명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양문희, 2011). 하지만 준

사회적 상호작용이 온라인 환경에 적용되면서 관중이 친밀감을 느끼게

되는 요인이 페르소나 때문인지 혹은 메시지 내용이나 전달 방식 때문인

지 모호해졌다. 일례로 준사회적 상호작용을 웹사이트 방문자가 멀리 떨

어져 있는 웹사이트 또는 호스트에 대해 친밀감을 느끼는 것으로 정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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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너(Hoerner, 1999)의 설명만 보아도 그렇다. 이때 친밀감을 느끼는 대

상인 호스트는 페르소나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호스트의 시청각적

단서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웹사이트 방문자는 궁극적으로 호스트

가 웹사이트에 게시한 메시지 내용과 전달 방식에 의해 친밀감을 느끼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호스트를 페르소나뿐 아니라 프로그램 차

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웹사이트는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

다. 하지만 방문자가 언어 등 웹사이트의 사람 같은 물리적, 행동적 특성

을 토대로 웹사이트 자체를 사회적 개체로 여기며 이에 반응한다는 설명

(Kumar & Benbasat, 2002)은 웹사이트를 페르소나 차원에서 생각하게

만든다. 이처럼 온라인 환경에서 준사회적 상호작용을 계발하는 페르소

나와 프로그램 차원이 혼동되는 것은 프로그램이 페르소나 차원만큼 중

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프로그램 차원에서 준사회적 상호작용의 계발 요인으로는 웹사이트의

상호작용성이 주로 논의되어왔다(Chua & Banerjee, 2015; Labrecque,

2014; Thorson & Rodgers, 2006). 특히 상호작용성은 2가지로 분류되어

왔는데 첫째는 하이퍼링크 등과 같은 미디어 기술, 둘째는 1인칭 등과

같은 텍스트 전략이다(Lee & Shin, 2012). 이때 상호작용성은 주로 비시

청각적 단서를 활용해 웹사이트 또는 호스트의 특징을 나타낸다는 점에

서 매스 미디어가 아닌 온라인 환경으로의 적용이 적합해보였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에는 두 대상 간의 상호작용을 보고 있음에도 한 대상의 행

동만을 측정하였고, 후자의 경우에는 텍스트 형식에만 초점을 맞추는 한

계를 보였다. 그래서 본 연구는 한계점을 극복하여 웹사이트의 일환인

페이스북의 브랜드 팬페이지에서 나타나는 미디어 기술과 텍스트 전략

차원의 상호작용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전자와 관련해서는 직

접 이야기를 주고받는 두 대상의 행동에, 후자와 관련해서는 텍스트 내

용에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춰 준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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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디어 기술 차원의 상호작용성

준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 기술 차원의 상호작용성

으로 하이퍼링크 유무가 손꼽혀왔다(Chua & Banerjee, 2015; Thorson

& Rodgers, 2006). 도슨과 로저스(Thorson & Rodgers, 2006)는 정치 후

보자의 블로그에 유권자가 메시지를 게시할 수 있는 하이퍼링크가 있을

때 준사회적 상호작용을 매개로 웹사이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

되는 것을 발견했다. 이때 상호작용성은 제공된 메시지에 대한 피드백

같은 정치 후보자와 유권자의 대인간 커뮤니케이션을 나타내고자 하였으

나 피드백을 주는 유권자의 측면만을 고려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피드백

을 주는 것이 아닌 줄 수 있는 상황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대인간 커뮤니

케이션이 이뤄지는 상황으로 보기 어려웠다. 반면 정치 후보자의 블로그

에 기술적으로 구현된 상호작용성이 아니라 해당 블로그를 관리 및 운영

하는 호스트와 대화한다고 느끼는 인지된 상호작용성은 웹사이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뿐 아니라 해당 후보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과 높은 투표

의도까지 형성하였다. 상호작용성과 인지된 상호작용성이 다른 영향을

미쳤던 원인으로는 기술적으로 구현된 상호작용성을 나타내는 하이퍼링

크에 더불어 1인칭, 3인칭과 같은 메시지 형식이 높은 상호작용성과 낮

은 상호작용성에 달리 제시된 것을 들 수 있다. 이로써 준사회적 상호작

용을 계발하는 요인으로 미디어 기술과 텍스트 전략이 동시에 작용한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단순히 상호작용성을 하이퍼링크 유무로 살펴본 것(Thorson &

Rodgers, 2006)에서 나아가 추아와 바너지(Chua & Banerjee, 2015)는 상

호작용성을 미디어와 메시지를 통해 이용자와 브랜드 또는 이용자 간에

서로 반응하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정의하였다. 상호작용성 정도를

하이퍼링크 제시 같은 낮은 수준에서 여러 번의 클릭 행동 같은 높은 수

준까지 다양하게 조작하였다. 그 결과 상호작용성의 정도가 높아짐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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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용자의 관심이 줄어드는 것을 발견했다. 구체적으로 상호작용성 정

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용자의 관심을 나타내는 좋아요, 댓글, 공유 수가

증가하다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뒤집어진 U자형의 곡선 관계

는 시간을 지나치게 소비하지 않길 원할 뿐 아니라 다른 메시지로 쉽게

전환하는 페이스북 이용자의 성향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때의

상호작용성 역시 일종의 대인간 커뮤니케이션으로 이용자와 브랜드 간의

주고받는 소통을 나타내고자 하였지만 메시지를 소비하는 이용자의 측면

만을 고려하는 한계를 가졌다. 다시 말해 소통을 하는 대상 중 한 대상

의 행동만을 강조하는 것은 상호작용성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메시지에 대한 이용자의 반응을 넘어, 그 반응에 대한 브랜드의 응답을

나타낼 필요가 있었다. 또한 엄밀하게 브랜드 메시지를 통한 이용자와

브랜드의 대인간 커뮤니케이션은 이용자가 하이퍼링크 등을 클릭하는 것

이 아니라 종속 변수로 측정했던 좋아요 또는 공유 버튼을 누르거나 댓

글을 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이용자와 브랜드 간에 주고

받는 메시지와 관련되어 직접적으로 이뤄지는 이용자 행동이 좋아요, 댓

글, 공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웹사이트 또는 호스트 측면에서 이용자에 대해 직접 반응하는

것을 상호작용성으로 보기 시작했다(Labrecque, 2014; Lee & Shin,

2012). 다시 말해 이용자와 페르소나가 모두 소통에 참여하는 것을 상호

작용성으로 본 것이다. 실제 라파엘리(Rafaeli, 1988)는 하이퍼링크 유무

처럼 단순히 양방향으로 전달될 수 있는 것은 비상호작용적이며, 전달된

메시지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준상호작용적, 전달된 메시지로부터 파생

된 메시지 간에 관련성이 있어야 완전 상호작용적이라고 일컬을 수 있다

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넓은 의미에서 상호작용적이라고 일컬어지기 위

해서는 전달된 메시지에 대한 반응이거나 그 반응이 이전 메시지의 변주

여야 하는 것이다.

래브레크(Labrecque, 2014)는 메시지에 드러난 상호작용성이 준사회

적 상호작용을 매개로 충성도와 정보제공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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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했다. 이때 상호작용성은 메시지에 대한 반응 속도와 대화명 언급 유

무(개인화)로 정의되었으며, 이용자가 제시한 메시지에 대한 직접적인 반

응과 관련성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메시지가 양방향으로 전달될 수 있는

것을 넘어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실제 이뤄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상호작용성이 페르소나가 자신의 메시지에 반응한다는 이용자의

인식으로 측정되고, 상호작용성이 메시지를 통해 드러난다는 점에서 텍

스트 전략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엄밀하게 메시지에 대한 반응 속도는

메시지에 대한 실시간 응답을 가능하게 한 미디어 기술에 의해 구현된

것으로 텍스트 전략 차원에서 고려되는 것은 옳지 않다. 또한 상호작용

성을 미디어 기술 차원으로 차치하더라도 준사회적 상호작용이 메시지에

대한 반응 속도, 대화명 언급 유무와 충성도, 정보제공 의지를 부분 매개

하는 것에 반해, 메시지에 드러난 자아 노출 정도를 뜻하는 개방성과 충

성도, 정보제공 의지를 완전 매개하는 것은 미디어 기술보다 메시지 내

용과 관련된 텍스트 전략 차원의 상호작용성이 준사회적 상호작용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은주와 신수윤(Lee & Shin, 2012)은 외로운 사람이 대면 커뮤니케

이션의 대체로 매스 미디어의 페르소나와 준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듯

(Lim & Kim, 2011), 조직 친화성이 낮은 개인에게서만 상호작용성이 사

회적 현존감을 매개로 정치인에 대한 높은 평가와 투표 의도를 야기하는

것을 발견했다. 이때 상호작용성은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에

반해 트위터에서 이용자와 정치인이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하는 정

도로 정의되었다. 그래서 팔로워의 질문이나 멘션에 대한 댓글 정도에

따라 높은 상호작용성과 낮은 상호작용성이 구분되었다. 트위터는 팔로

워의 질문이나 멘션에 응답할 수 있는 기술이 댓글로 한정되어 있기 때

문이다. 높은 상호작용성은 조직 친화성이 낮은 개인에게서 사회적 현존

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때 사회적 현존감은 매개된 커뮤니케

이션에서 소통하는 대상에 대해 느끼는 가까움으로 친밀감을 의미하는

준사회적 상호작용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상호작용성이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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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상호작용을 야기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그래서 본 연구는 래브레크(Labrecque, 2014), 이은주와 신수윤(Lee

& Shin, 2012)을 토대로 미디어 기술 차원의 상호작용성을 페이스북을

통해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페이스북 이용자와 매개

된 페르소나가 이전의 메시지에 반응하고 관련된 메시지를 제시하는 것

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단 라파엘리(Rafaeli, 1988)가 제시한 상호작용성

의 의미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브랜드 메시지에 대한 이용자의 응답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의 응답에 대한 브랜드의 응답까지 나타내고자 한다.

이때 응답은 이용자와 브랜드가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하는 것을

보여주며, 페이스북에서 브랜드 메시지에 대한 소비자 참여는 좋아요, 댓

글, 공유로 나타낼 수 있다(Cvijikj & Michahelles, 2013). 이때 좋아요,

댓글은 이용자뿐 아니라 이에 대한 브랜드의 참여 행동으로까지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브랜드가 브랜드 메시지에 대한 이용자의 응답을 공유

하는 기능은 없을 뿐더러 브랜드 메시지를 공유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상호작용성에서 공유를 제외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페이스북에서

미디어 기술로 구현된 상호작용성으로 좋아요와 댓글(답글)만을 고려하

고자 한다. 이때 답글은 이전 메시지로부터 파생된 메시지라는 점에서

완전 상호작용적, 좋아요는 전달된 메시지에 대한 반응이라는 점에서 준

상호작용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Rafaeli, 1988), 답글이 좋아요보다 상호

작용성 정도가 높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반응

이 없는 경우, 답글, 좋아요가 각각 있는 경우와 함께 있는 경우가 준사

회적 상호작용에 있어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가 설 1-1. 브랜드 팬페이지 또는 페북지기로부터 좋아요가 있는

경우는 없는 경우보다 준사회적 상호작용이 높을 것

이다.

가 설 1-2. 브랜드 팬페이지 또는 페북지기로부터 답글이 있는 경

우는 좋아요가 있는 경우보다 준사회적 상호작용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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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가 설 1-3. 브랜드 팬페이지 또는 페북지기로부터 좋아요와 답글

이 함께 있는 경우는 답글이 있는 경우보다 준사회적

상호작용이 높을 것이다.

2 텍스트 전략 차원의 상호작용성

텍스트 전략 차원의 상호작용성으로는 1인칭, 3인칭의 시점(Thorson

& Rodgers, 2006; Trammell et al., 2006), 대화명 언급(Labrecque, 2014;

Trammell et al., 2006) 등 메시지 형식이 주로 고려되어왔다. 그래서 본

연구는 탐색적인 측면에서 텍스트 전략 차원의 상호작용성으로 메시지

내용을 제시하며, 메시지 내용이 준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고자 한다. 루빈과 루빈(Rubin & Rubin, 1982)은 준사회적 상호작용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메시지 내용을 유추할 수 있게 만든다. 텔레

비전 시청 동기와 텔레비전에 대한 태도와 행동은 각각 상관관계를 가지

고 있었는데, 직접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지만 태도와 행동 역시 상관관계

를 가질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정보 시청 동기

를 가진 사람은 뉴스, 매거진 다큐, 토크쇼 프로그램을 주로 보았으며,

텔레비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인 친밀감과 시청량과는 상관관계를 갖지

않았다. 반면 습관, 시간 때우기, 우정, 자극 시청 동기를 가진 사람은 게

임쇼, 연속극 프로그램을 주로 보았으며, 텔레비전에 대해 상당한 친밀감

과 시청량을 나타내었다. 다시 말해 뉴스, 매거진 다큐, 토크쇼 같은 프

로그램과 텔레비전에 대한 친밀감은 관련이 없지만 게임쇼, 연속극 같은

프로그램은 텔레비전에 대한 친밀감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이다. 이

때 시청 프로그램 종류는 정보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후자는 친밀감을 높이는 변수로 유추될 수 있다. 그러나 콘텐츠

내용을 단순히 정보적인 것과 비정보적인 것으로 분류하기에는 석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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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것이 오락 시청 동기가 전자, 후자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고려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루빈과 맥휴(Rubin & McHugh, 1987)는 루빈과 루빈(Rubin &

Rubin, 1982)에서 명확하게 유추하지 못한 콘텐츠 내용을 분류하는 기준

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루빈과 맥휴는 대인 관계의 대체로 텔레비

전 캐릭터의 매력이 준사회적 상호작용과 관중이 느끼는 관계 계발의 중

요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페르소나의 사회적, 업무적 매력은 준

사회적 상호작용을 매개로 관계 계발의 중요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

며, 사회적 매력이 업무적 매력보다 준사회적 상호작용과 더 강한 상관

관계를 보였다. 이때 텔레비전 캐릭터의 매력은 페르소나의 개인적 특징

으로 볼 수 있으나 사회적, 업무적 매력 자체는 페르소나의 사교적이거

나 지적인 언행에 의해 드러난다는 점에서 콘텐츠 내용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온라인 환경에서 콘텐츠 내용이 제시되는 웹사이트가 프

로그램과 페르소나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점에서도 페르소나의 매

력을 전달되는 메시지 내용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겠다. 실

제 업무적 매력은 텔레비전 시청 목적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정보적인 콘

텐츠, 사회적 매력은 비정보적인 콘텐츠와 연결될 수 있다.

실증적이지는 않지만 목적의 명확성 정도가 다른 콘텐츠 내용이 준사

회적 상호작용에 차이를 야기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트라멜 외

(Trammell et al., 2006)는 텍스트가 상호작용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

기하며, 2004년 미국의 민주당 경선 후보자 10명의 웹사이트 첫페이지와

블로그 게시물을 질적 분석하였다. 웹사이트와 블로그에 포함된 정치적

내용을 분석한 결과 블로그 게시물에 쓰인 정치적 내용은 1/3 가량으로

매우 제한적이었다. 블로그 게시물은 정치적 내용보다 주로 유권자와 커

뮤니케이션 하고 후보자 및 캠페인 스태프의 일상을 업데이트하거나 후

보자의 미디어 출연과 연설, 홍보를 위해 쓰이고 있었다. 물론 비정치적

내용으로 일컬어지는 내용도 목적성을 띠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경선

후보자의 블로그라는 배경을 고려했을 때 정치적 내용의 경우 더 목적이



- 18 -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목적이 덜 명확한 비정치적인 내용이

상호작용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 유권자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해 친밀감

을 느끼게 하고 나아가 호의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했다는 추측이 가능한

것이다. 그럼에도 질적 연구의 특성 상 정치적으로 제한된 내용이 상호

작용성을, 나아가 준사회적 상호작용을 야기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없다

는 한계를 가졌다. 하지만 페르소나를 나타내는 신호로 메시지 내용을

들며, 일상 메시지가 공식적인 것보다 준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

다는 황유선(2013)의 설명은 이를 충분히 유추하게 만든다.

그래서 본 연구는 탐색적인 측면에서 텍스트 전략의 상호작용성을 야

기하는 브랜드 팬페이지의 메시지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실제

브랜드 팬페이지의 메시지 내용을 조사한 결과 이은선과 김미경(2012)은

목적에 따라 광고, 정보제공, 이벤트 고지, 일기로, 황장선과 임지은

(2013)은 소재에 따라 기업, 브랜드, 사회공헌, 일상으로 분류3)하고 있었

다. 그래서 제시된 것을 바탕으로 상업적인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재분류해보니 판매의 목적이 분명한 ‘홍보’와 그렇지 않은 ‘일상’으로 구

분할 수 있었다. 이때 전자는 브랜드, 브랜드의 특정 제품, 이벤트를 광

고하는 글이거나 특정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글, 후자는 날씨, 일

과, 넓은 의미에서 제품군에 대한 생활 정보를 담을 글을 일컫는다.

이처럼 브랜드 팬페이지라는 상업적 환경에서 판매 목적의 명확성은

텍스트 전략 차원의 상호작용성으로 준사회적 상호작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임채미와 김연경(Lim & Kim, 2011)은 텔레비전 홈쇼핑 호스트

3) 이은선과 김미경(2012)은 페이스북을 통해 브랜드가 제공하는 브랜드 메시지
중에서 판매와 관련해 신제품 등을 홍보하는 글을 ‘광고’, 이벤트 등을 안내
및 진행하는 글을 ‘이벤트 고지’, 브랜드 및 제품에 대한 것이거나 관련 있는
뉴스, 생활 상식 등을 알리는 글을 ‘정보 제공’으로 칭하였다. 페이스북을 관
리 및 운영하는 마케터의 개인적 기분이나 날씨, 일과 등에 대한 글을 ‘일기’
로 일컬었다. 반면 황장선과 임지은(2013)은 글을 전달하는 주체를 중심으로
브랜드나 이벤트 등을 홍보하는 글을 ‘기업’, 제품에 대한 이미지나 정보를
제공하는 글을 ‘브랜드’로 칭하였다. 브랜드 또는 제품과 관련된 공익적 글을
‘사회 공헌’, 제품군과 관련된 일상이나 날씨, 생활 정보 등에 대한 글을 ‘일
상’으로 일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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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준사회적 상호작용을 한 관중이 해당 호스트를 판매자가 아닌 친구로

간주하는 것을 발견했다. 다시 말해 판매 목적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수록 호스트에 대해 친밀감을 느끼는 것이다. 황혜정(2009) 역시 트

위터를 대상으로 트위터 이용자는 친한 사람과의 사회적 연결을 위해 미

디어를 이용하기 때문에, 기업을 만났을 때 제품 판매 의도를 의심하여

스팸 처리 등 브랜드 메시지 수용을 거부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기업은

트위터를 활용할 때 상업적인 접근을 피하거나 할인 등 기존과 다른 혜

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텍스트 전략 측면에

서 메시지 내용에 의한 상호작용성을 제시하며, 판매 목적이 드러나는

홍보와 그렇지 않은 일상이 각각 준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일상은 상호작용성 수준에서 홍보보다 높은

것으로 가정되는데 이로 인해 홍보보다 준사회적 상호작용을 더 높이는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준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미디

어 기술과 텍스트 전략 측면의 상호작용성이 가지는 상호작용 효과도 살

펴보고자 한다.

가 설 1-4. 일상적 내용은 홍보적 내용보다 준사회적 상호작용이

높을 것이다.

연구 문제 1. 미디어 기술과 텍스트 전략 차원의 상호작용성은 준사

회적 상호작용에 대해 상호작용 효과를 갖는가.

제 4 절 준사회적 상호작용 효과

1 방문 및 구매 의도

관중 또는 미디어 이용자가 페르소나 등과 같은 소비하는 것에 친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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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을 느끼게 되면 페르소나가 등장하는 라디오,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이

외의 신문, 잡지 등을 찾아보거나 페르소나와 면대면으로 만나기를 열망

한다(Horton & Wohl, 1956; Rubin et al., 1985). 다시 말해 준사회적 상

호작용이 야기하는 소비하는 것에 대한 친밀감은 태도적 차원에서 그치

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 이용자의 행동적 차원으로까지 연결되며, 이용자

는 적극적으로 페르소나에 대한 정보를 추구하게 된다.

준사회적 상호작용이 야기하는 행동적 차원의 첫째로, 미디어에 대한

노출 증가를 들 수 있다(Auter & Palmgreen, 2000; Grant, Guthrie &

Ball-Rokeach, 1991; Park & Lennon, 2004; Rubin et al., 1985; Rubin &

Step, 2000; 박웅기, 2003a). 아우터와 팜그린(Auter & Palmgreen, 2000)

은 텔레비전 캐릭터와의 준사회적 상호작용과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친숙

성(Familiarity)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을 발견했다. 구체적으로

단일 차원이던 준사회적 상호작용의 척도를 보완한 수용자 페르소나 상

호작용(Audience Persona Interaction)의 척도4)를 제시하면서, 해당 척도

의 4가지 차원 모두가 증가할수록 해당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한 노출

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준사회적 상호작용이 미디어에 대한 노출 증가를 야기하는 원인은 이

용과 충족 이론(Uses and Gratifications Theory) 및 불확실성 감소 이

론(Uncertainty Reduction Theory)으로 설명될 수 있다. 전자인 이용과

충족 이론에서는 욕구 충족이 미디어에 대한 노출을 이끈다고 본다. 루

빈 외(Rubin et al., 1985)는 관중이 외로움을 느낄 때 좋아하는 지역 텔

4) 수용자 페르소나 상호작용의 척도는 미디어 캐릭터에 대한 관심(Interest in
Favorite Character), 미디어 캐릭터에 대한 일체감(Identification with
Favorite Character), 미디어 캐릭터의 문제해결 능력(Favorite Character’s
Problem Solving Ability), 미디어 캐릭터가 등장하는 집단에 대한 일체감과
상호작용(Group Identification/Interaction), 4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서 미디어 캐릭터의 문제해결 능력은 미디어 이용자가 미디어 캐릭터의 문
제해결 방법을 좋아하는 것, 미디어 캐릭터가 등장하는 집단에 대한 일체감
과 상호작용은 미디어 이용자가 자신을 미디어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집단의
일부로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Auter & Palmgreen, 2000).



- 21 -

레비전 뉴스캐스터와의 준사회적 상호작용과 텔레비전 의존5)이 유의미

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을 발견했다. 이때 준사회적 상호작용은 대면 커

뮤니케이션보다 텔레비전 의존과 더 관련이 있는데, 외로운 사람의 경우

실제 사회적 상호작용보다 미디어를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효율

적으로 욕구를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와 브랜드 관계에 적용

해보면 브랜드와의 소통 창구가 없었던 종래에 소비자는 매장 직원과 상

호작용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얻고 브랜드에 대한 친밀한 인상을 가졌다.

그러나 브랜드 팬페이지가 등장한 이후에는 기동성이 증가된 방식으로

동일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효율적으로

동일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해당 팬페이지를 방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루빈 외는 준사회적 상호작용과 미디어 의존

의 선후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준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인한

대면 커뮤니케이션 욕구 충족이 미디어에 대한 노출을 이끌 수도 있지

만, 역으로 텔레비전 의존이 뉴스 장르에 대한 의존을 통해 좋아하는 지

역 텔레비전 뉴스캐스터와의 준사회적 상호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

문이다(Grant et al., 1991).

반면 후자인 불확실성 감소 이론에서는 관계 강화 욕구가 미디어에

대한 노출을 이끈다고 본다. 루빈과 스텝(Rubin & Step, 2000)은 청취자

가 좋아하는 라디오 호스트에 대해 정서적으로 몰입하거나 우정을 느끼

게 될 때 해당 호스트에 대한 빈번하고 의도적인 청취 행동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다. 라디오 호스트에 대해 정서적으로 몰입하거나 우정을 느

낀 청취자는 관계 강화를 위해 라디오를 청취함으로써 해당 호스트에 대

한 단서를 찾아내고자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브랜드 팬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직접 소통하면서 브랜드에 대한 친밀한 인상을 갖게 된 소

비자는 브랜드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해당 팬페이지를 방문

5) 미디어 의존은 미디어에 대한 노출뿐만 아니라 선호되는 미디어에 대한 친
밀감, 선호되는 미디어에 대한 인지된 리얼리티, 기능적 대체의 덜한 이용을
포괄한다(Rubin et al.,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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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빈번하고 의도적인 청취 행동은 준사회적 상

호작용이 이끌어내는 것 중 일부에 불과하다. 이외에도 청취자는 라디오

호스트를 중요하고 공신력 있는 정보원으로 느끼며, 자신의 태도와 행동

이 해당 호스트에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청취자는 라디

오 호스트가 자신의 사회문제에 대한 시각, 관점, 가치와 관리(Public

Official)와의 접촉, 정치에 대한 타인과의 대화, 정치 후보자에 대한 투

표 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느꼈다. 이로써 루빈과 스텝은 준사회적 상호

작용이 단순히 미디어에 대한 노출뿐 아니라 라디오 호스트의 막대한 영

향력을 이끌어내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호스트의 영향력은 청취자

의 태도와 행동을 결정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의 증가로

볼 수 있다.

정치의 영역 못지않게 경제의 영역에서도 설득력은 중요하게 여겨진

다. 기업이 고객을 얼마나 설득하느냐에 따라 수익, 기업의 경쟁력이 결

정되기 때문이다. 경제의 영역에서 설득력은 소비자로부터 브랜드에 대

한 호의적인 태도와 행동을 이끌어내는데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텔레

비전 홈쇼핑, 온라인 홈쇼핑과 같은 상업적 환경에 준사회적 상호작용을

적용하려는 시도가 있어왔고(Grant et al., 1991; Park & Lennon, 2004;

박웅기, 2003a), 이는 준사회적 상호작용이 야기하는 행동적 차원의 둘

째, 구매 의도와 연결된다. 그랜트 외(Grant et al., 1991)는 관중과 텔레

비전 홈쇼핑 호스트와의 준사회적 상호작용이 강할수록 텔레비전 홈쇼핑

프로그램에서 구매한 상품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발견했다. 이때 준사회

적 상호작용과 구매한 상품의 수는 텔레비전 홈쇼핑 프로그램에 대한 노

출에 의해 매개되고 있었다. 다시 말해 관중(소비자)은 텔레비전 홈쇼핑

호스트(판매자)와 금전적이고 심리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텔레비전

홈쇼핑 프로그램을 구매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도구로 여겨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텔레비전 홈쇼핑 프로

그램에 대한 증가된 시청 시간은 상품 구매를 빈번하게 하거나 상품 구

매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랜트 외가 제시한 텔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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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홈쇼핑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시간의 증가는 단순히 관중의 상품 구

매 기회를 늘릴 뿐이지 빈번하고 의도적인 상품 구매 자체를 늘리는 것

이 아니다. 시청 시간의 증가가 나타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텔레비전

홈쇼핑 호스트와의 의존 관계 형성인 만큼, 준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한

빈번하고 의도적인 구매 행동을 예측하는데 시청 시간보다 관중이 인식

하는 관계의 특징이 고려될 필요가 있었다. 또한 횡단적 연구로서 한 번

의 설문만으로 준사회적 상호작용, 시청 시간, 구매 행동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졌다.

준사회적 상호작용과 충동적인 구매 경향의 상관관계가 높다는 결과

(Park, & Lennon, 2004)도 그랜트 외(Grant et al., 1991)의 한계를 지적

한다. 박지혜와 레논(Park & Lennon, 2004)은 텔레비전 홈쇼핑 환경을

전통적인 오프라인 쇼핑 환경에 비유하면서 텔레비전 홈쇼핑 호스트와의

친밀한 관계가 충동적인 구매 행동을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

비자와 텔레비전 홈쇼핑 호스트와의 준사회적 상호작용이 충동적인 구매

행동을 이끌어내는 오프라인 쇼핑 환경에서의 소비자와 판매자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대신한다고 하였다. 실제 오프라인 쇼핑 환경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해 준사회적 상호작용의 척도를 수정하여 적용하

였을 뿐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과 준사회적 상호작용은 상관관계가 매

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준사회적 상호작용으로는 일회의 충동

적인 구매 행동밖에 측정할 수 없었고, 빈번하고 의도적인 상품 구매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준사회적 상호작용에 더해 추가적인 개념이 필요하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박웅기(2003a)는 온라인 홈쇼핑 웹사이트의 수익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준사회적 상호작용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텔레비전 캐릭터

가 등장하는 온라인 홈쇼핑 웹사이트와 그렇지 않은 웹사이트를 비교한

결과 텔레비전 캐릭터가 등장하는 온라인 홈쇼핑 웹사이트가 텔레비전

캐릭터 없이 상품만 나열한 웹사이트보다 재방문 의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다. 오프라인 구매 환경에서 소비자가 친한 판매자의 점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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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방문하듯이, 온라인 홈쇼핑 웹사이트에서 나타난 텔레비전 캐릭터

를 좋아하고 상호작용하게 되면 해당 웹사이트를 더욱 방문하고, 상품까

지 구매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텔레비전 캐릭터가 등장하는 온라

인 홈쇼핑 웹사이트는 해당 캐릭터와의 준사회적 상호작용을 유도함으로

써 수익성을 올릴 수 있다. 그러나 박웅기는 준사회적 상호작용의 한 차

원으로 재방문을 제시하며, 텔레비전 캐릭터가 등장하는 온라인 홈쇼핑

웹사이트의 경우 준사회적 상호작용의 재방문 차원이 높게 평가되는 것

을 발견했다6). 다시 말해 준사회적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재방문 의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설명은 당연한 것으로, 중복되는 개념의 관계를 살펴보

는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

상업적 환경에서 준사회적 상호작용은 미디어 노출과 구매 행동을 야

기하여 수익성을 창출한다(Grant et al., 1991; Park & Lennon, 2004; 박

웅기, 2003a). 그래서 박웅기는 온라인 홈쇼핑 웹사이트를 평가하는 하나

의 차원으로 준사회적 상호작용을 제시하였다. 이때 준사회적 상호작용

은 일반적인 웹사이트의 범주를 넘어 브랜드 메시지를 통해 이용자와 관

계를 형성함으로써 광고 효과를 내려는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인 페이스

북으로도 적용 가능하다. 그래서 본 연구는 페이스북 이용자와 브랜드

팬페이지 또는 페북지기와의 준사회적 상호작용 역시 페이스북 이용자의

해당 팬페이지에 대한 방문 의도(노출), 해당 브랜드 및 상품에 대한 구

매 의도를 야기한다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 설 2-1. 준사회적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브랜드 팬페이지에 대

한 방문 의도는 높을 것이다.

6) 준사회적 상호작용은 재방문, 감성, 그룹, 불만의 차원으로 구성되었다. 이때
재방문 차원의 지표 중 ‘사이트를 다시 방문할 것이다’, ‘사이트는 충분히 방
문 가치가 있다’는 재방문 의도 척도인 ‘다음 쇼핑 시에도 이 사이트를 방문
할 것이다’, ‘이 사이트를 방문할 것 같다’, ‘다음에도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에는 절대로 방문하지 않는다’와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다(박웅기,
20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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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 2-2. 준사회적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브랜드 및 상품에 대

한 구매 의도는 높을 것이다.

2 구전 의도

페이스북 이용자와 브랜드 팬페이지 또는 페북지기와의 준사회적 상

호작용이 야기하는 행동적 차원으로 해당 팬페이지에 대한 방문 의도,

해당 브랜드 및 상품에 대한 구매 의도를 제시하였다. 이 외의 행동적

차원으로는 해당 팬페이지 또는 브랜드에 대해 이야기하는 구전 의도

(Word of Mouth)도 유추해 볼 수 있다(박경인ㆍ조창환, 2015; 이경렬ㆍ

정수민, 2013; 전홍식ㆍ김대영, 2011). 브랜드 팬페이지의 구전 효과는 대

중을 대상으로 하는 매스 미디어 광고와 달리 특정 브랜드에 대한 충성

스런 소비자로 하여금 자발적인 입소문을 퍼뜨리게 한다는 점에서 더 강

력하다고 볼 수 있다(이경렬ㆍ정수민, 2013; 이수범ㆍ김남이, 2012). 더불

어 페이스북에서 제공하는 좋아요, 댓글, 공유와 같은 기능은 일차로 전

달된 소비자의 구전 의도를 용이하게 하여, 그 인적 네트워크로 브랜드

메시지를 확산시킨다(정예림 외, 2013). 그러므로 방문 및 구매 의도를

넘어 브랜드 팬페이지의 광고 효과로 구전 의도를 보는 것은 중요하다.

전홍식과 김대영(2011)은 브랜드에 대한 친밀감이 구전을 야기하는

것을 발견했다. 정서적인 측면에서 소비자는 브랜드와 가까운 관계를 맺

고 있다고 느끼게 되면 절대적인 애착(브랜드 사랑)을 갖게 되고, 연이어

타인에게 해당 브랜드를 추천하는 등의 구매 후 행동을 하였다. 특히 인

지적인 측면에서 브랜드가 제공하는 상품 품질에 대한 믿음과 만족(몰

입)이 그렇지 않는데 반해, 브랜드에 대한 친밀감이 브랜드 사랑을 이끌

어내는 것은 소비자와 브랜드의 정서적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했

다. 소비자와 브랜드의 정서적 관계로 친밀감, 사랑, 구전은 브랜드 상품

에 대한 구매를 전제로 하는 장기적인 관계를 강조한다. 이때 브랜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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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친밀감은 기능에 대한 평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구매보다

구매를 포함한 브랜드에 대한 경험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브랜드에 대한 친밀감이 사랑의 요소인 만큼, 브랜드에 대한 친밀감이

브랜드 사랑을 이끌어내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친밀감과 사랑의 관계를

별개로 보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오프라인 환경에서 브랜드에 대해 느끼는 소비자의 친밀감이 구매를

전제하는 것과 달리 온라인 환경에서 브랜드에 대한 친밀감은 이용 경험

을 통해 얻어지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경렬과 정수민(2013)은 페

이스북 이용자가 브랜드 팬페이지에 대해 느끼는 감정적 애착이 브랜드

와의 관계 만족을 매개로 페이스북 이용자 간의 온라인 구전 의도를 야

기하는 것을 발견했다. 이때 브랜드 팬페이지에 대한 감정적 애착은 페

이스북 이용자와 브랜드 팬페이지 사이의 정서적 유대감으로 전홍식과

김대영(2011)이 제시한 친밀감과 동일하게 정의되었으며 단기적인 관점

에서의 태도와 달리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었다. 그러나 페이스

북 이용자가 브랜드 팬페이지에 대해 느끼는 감정적 애착임에도 불구하

고 브랜드와의 관계 만족을 측정하여 브랜드 팬페이지 이용 경험 이외

관계 만족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제거하지 못했다. 일례로 페이

스북 이용자의 사전 브랜드 상품 사용 경험이 브랜드와의 관계 만족, 온

라인 구전 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비자가 브랜드에 대해 느끼는 브랜드 사랑과 감

정적 애착이 구전을 야기한다는 전홍식과 김대영(2011), 이경렬과 정수민

(2013)과 달리 박경인과 조창환(2015)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페이스북 이

용자가 느끼는 브랜드 팬페이지의 사회적 실재감이 해당 팬페이지에 대

한 구전 의도를 이끌어내는 것을 발견했다. 이때 사회적 실재감은 구전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브랜드에 대한 호감(태도)을 거쳐 구

전 의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이때 사회적 실재감은 브랜

드라는 사람의 실체를 가진다고 인식되는 대상과의 소통을 일컫는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갖지만, 매개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매개된 느낌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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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하며 상대를 정서적으로 가깝게 느낀다는 점에서 준사회적 상호작용

과 공통점을 가졌다. 실제 사회적 실재감의 정서적 차원으로 친밀감이

제시되고 있었으며, 정서적 사회적 실재감은 구전의도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고 있었다.

페이스북 이용자가 느끼는 브랜드 팬페이지에 대한 사랑, 감정적 애

착, 친밀감은 구전 의도를 야기하고 있었다. 그래서 본 연구는 페이스북

이용자와 브랜드 팬페이지 또는 페북지기와의 준사회적 상호작용 역시

페이스북 이용자의 구전 의도를 야기한다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때 구

전 의도는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타인에게 브랜드 팬페이

지에 게시된 브랜드 메시지를 재전달하려는 것이고, 둘째는 타인에게 추

천 등 브랜드와 브랜드 팬페이지 자체를 칭찬하려는 것이다. 또한 구전

의도가 구매 또는 경험 후의 행동(이경렬ㆍ정수민, 2013; 전홍식ㆍ김대

영, 2011)으로 여겨지는 만큼 구전 의도에 대한 준사회적 상호작용의 설

명력이 방문 및 구매 의도에 대한 설명력보다 적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 준사회적 상호작용이 각각의 행동적 의도에 얼만큼의

설명력을 갖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가 설 2-3. 준사회적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브랜드 메시지와 브랜

드 팬페이지 및 브랜드에 대한 구전 의도는 높을 것

이다.

연구 문제 2. 준사회적 상호작용의 영향은 방문, 구매, 구전 의도에

있어 차이를 갖는가.

가 설 2-4. 방문 및 구매 의도에 대한 준사회적 상호작용의 설명

력은 구전 의도에 대한 설명력보다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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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개변수로서 관계 품질

페이스북 이용자와 브랜드 팬페이지 또는 페북지기의 준사회적 상호

작용이 페이스북 이용자의 방문 및 구매, 구전과 같은 행동 의도를 야기

할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때 구매, 구전 등의 행동 의도는 브랜

드 충성도(Brand Loyalty)가 야기하는 소비자 행동과 일치한다. 브랜드

충성도는 브랜드에 대한 애착으로 정의되며, 브랜드의 장래 수익을 결정

한다는 점에서 브랜드 자산(Brand Equity)7)의 구성요소로 제시되었다

(Aaker, 1991; Oliver, 1999). 브랜드 충성도는 브랜드에 대한 애착에 따

라 같은 행동이더라도 다른 소비자 파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

받아왔다. 예컨대 같은 구매 행동이더라도 품질에 의해 구매하는 것과

브랜드에 대한 애착으로 구매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경쟁 브랜드의 품

질이 뛰어날 경우 전자는 기존의 브랜드 대신 새로운 브랜드를 구매하게

되지만 후자는 기존의 브랜드 구매를 고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브랜드 상품 구매와 같은 행동적 차원의 브랜드 충성도와 별개로

브랜드에 대해 얼마나 애착을 느끼는지 나타내는 애정적, 태도적 차원의

브랜드 충성도를 측정하려는 시도가 있어왔다(Chaudhuri & Holbrook,

2001; Morgan, 1999). 애정적, 태도적 차원의 브랜드 충성도는 소비자가

브랜드에 대해 느끼는 애착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소비자와 브랜드 관계

를 강조하고 있으며, 행동적 차원의 브랜드 충성도보다 선행한다고 설명

되었다(Oliver, 1999).

브랜드에 대해 얼마나 애착을 느끼는지 나타내는 애정적, 태도적 충

7) 브랜드 자산은 브랜드와 브랜드 이름 및 상징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의 총체
를 의미한다. 브랜드 자산의 구성요소에는 브랜드 충성도 이외 소비자가 인
지하는 제품의 품질(Perceived Quality), 이름 및 상징과 관련된 브랜드 인지
도(Brand Awareness), 브랜드 연상이미지(Brand Association), 등록ㆍ상표ㆍ
유통관계ㆍ특허 등의 기타 독점적 브랜드 자산이 있다. 이때 브랜드 충성도
는 다른 브랜드 자산 요소의 영향을 받으며, 그와 달리 상품 사용 경험이 있
어야만 획득 가능하다(Aaker,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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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는 페이스북 이용자가 브랜드 팬페이지 또는 페북지기에 대해 친밀

감을 느끼는 준사회적 상호작용과 유사하다. 그러나 준사회적 상호작용

은 단순히 페이스북 이용자와 해당 팬페이지 또는 페북지기 간에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뜻하는 반면 애정적, 태도적 차원의 충성도는 형

성된 관계의 정도가 친밀한 것에서 나아가 끈끈하다는 차이점을 갖는다.

다시 말해 애정적, 태도적 차원의 충성도는 준사회적 상호작용보다 소비

자와 브랜드 관계를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으며, 소비자와

브랜드 관계가 끈끈해진 원인을 관계 품질로 설명하고자 시도해왔다

(Fournier, 1998; 이경렬ㆍ정수민, 2013; 이유재ㆍ라선아, 2002; 허웅,

2007).

푸니어(Fournier, 1998)는 소비자와 브랜드 관계를 개인과 개인의 관

계로 간주하면서 관계의 안정성(Stability)과 지속성(Durability)에 기여하

는 6가지 관계 품질(Brand Relationship Quality)을 제시하였다. 구체적

으로 관계 품질은 인지적(브랜드 파트너 품질, 친밀감), 애정ㆍ정서적(사

랑과 열정, 자아 연관), 행동적 차원(몰입, 상호 의존)8)으로 구성되었으

며, 6가지 관계 품질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긍정적인 반응을 야기하

는 것을 넘어 소비자와 브랜드 관계를 활기가 넘치게 만든다고 하였다.

관계 품질은 소비자와 브랜드 관계를 다차원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지만, 단순히 소비자와 브랜드 관계를 유형화함으로써 끈끈

8) 관계 품질의 첫째, 인지적 차원(Supportive Cognitive Beliefs)에는 브랜드 파
트너 품질(Brand Partner Quality)과 친밀감(Intimacy)이 있다. 전자는 파트
너 역할을 하는 브랜드의 수행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를 뜻하고, 후자는 상호
작용을 통해 축적된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개인적 경험과 유대를 의미한
다. 둘째, 애정ㆍ정서적 차원(Affective and Socioemotive Attachment)에는
사랑과 열정, 자아 연관이 있다. 전자는 대인 관계에서의 사랑을 연상시키는
풍부한 애정을 뜻하고, 후자는 브랜드가 유사한 관심, 과제, 주제를 산출하며
소비자의 중요한 면을 표현하는 것이다. 셋째, 행동적 차원(Behavioral Ties)
에는 몰입과 상호 의존이 있다. 전자는 관계를 오래 지속하기 위해 행동하려
는 의도를 뜻하고, 후자는 브랜드와의 빈번한 상호작용, 브랜드 관련 활동의
범위와 다양성 증가, 개인 활동에서 증가된 브랜드 강조를 의미한다
(Fournier,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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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도에 따른 관계의 강약을 나타내지 못했다. 그래서 강도에 따라 6

가지 관계 품질을 비교하기 어려웠다. 예컨대 행동적 차원의 관계 품질

만 보더라도 인지적 또는 애정ㆍ정서적 차원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나타

내는 관계 강도가 달라질 수 있어 비교가 어렵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

서 소비자와 브랜드 관계를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막 형성되기 시작한

소비자와 브랜드 관계에 6가지 관계 품질을 모두 적용할 수 없었다.

적용의 애로사항 때문에 다차원의 관계 품질 대신 단일 차원의 브랜

드 관계 만족(Brand Relationship Satisfaction)이 측정되어왔다(이경렬ㆍ

정수민, 2013; 이유재ㆍ라선아, 2002; 허웅, 2007). 브랜드 관계 만족은 소

비자와 브랜드의 일체감, 동일시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충성스런 행

동을 매개하고 있었다. 브랜드 일체감, 동일시가 브랜드 경험으로부터 소

비자가 단기간에 형성한 태도라면, 관계 만족은 단순 태도에서 나아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최고 경험을 야기함으로써 충성스런 행동과 같

은 소비자와 브랜드의 관계 진전을 이끌어낸 것이다. 허웅(2007)은 관계

형성 과정에서 소비자가 자신을 표현하는 친구나 준거 집단에 대한 열망

으로 브랜드를 활용하는 현상을 토대로 소비자가 브랜드에 대해 일체감

(Brand Identification)을 느낄수록 브랜드와의 관계에 대해 만족하는 것

을 발견했다. 다시 말해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일체감이 애착을 느끼

게 만들어 브랜드와의 관계를 도모하고 유지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실제 이유재와 라선아(2002)는 브랜드 일체감과 유사한 의미에서 브

랜드가 소비자의 자아와 일치할수록 구매, 추천 등의 행동적 충성도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다. 이때 브랜드 동일시(Brand-Self Identification)

는 행동적 충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소비자와 브랜드의

관계 만족을 거쳐 행동적 충성도에까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로써 이경렬과 정수민(2013)에서 브랜드 경험으로 인한 소비자의 단기

적인 태도를 대체하는 장기적인 태도인 소비자가 인식하는 브랜드와의

관계 만족이 감정적 애착과 온라인 구전 의도를 매개하듯이, 관계 만족

이 소비자와 브랜드의 일체감, 동일시와 충성스런 행동을 매개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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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추할 수 있다.

브랜드 일체감, 동일시는 준사회적 상호작용에서 강조되는 페르소나

에 대한 관중의 일체감, 인지된 유사성과도 일맥상통하다(Auter &

Palmgreen, 2000; Rubin et al., 1985; Rubin & Step, 2000). 다시 말해

친구처럼 브랜드와 상호작용을 하게 된 소비자가 느낀 친밀감이 브랜드

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소비자와 브랜드

의 관계 만족은 준사회적 상호작용과 방문 및 구매, 구전 의도를 매개한

다고 유추할 수 있다.

실제 준사회적 상호작용이 충성스런 행동 의도를 야기하는 것과 별개

로 만족을 야기한다는 연구도 있어왔다(Lim & Kim, 2011; Perse &

Rubin, 1988). 퍼스와 루빈(Perse & Rubin, 1988)은 텔레비전 연속극 캐

릭터와의 준사회적 상호작용이 텔레비전 연속극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을

야기하는 것을 발견했다. 이때 만족은 시간의 과정을 거쳐 형성되는 것

으로 인지적 차원뿐 아니라 애정적, 행동적 차원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

는다고 설명되었다. 다시 말해 텔레비전 연속극 캐릭터에 대한 관중의

친밀감이 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만족은 관중과 텔레비전

연속극 캐릭터와의 친밀한 관계 형성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일차적으로

는 관계에 대한 만족으로 볼 수 있지만 이차적으로는 관계를 매개하는

대상과 실제 관계를 맺는 본질적인 대상에 대한 만족으로 나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만족을 관중이 찾고자 하는 것을 제공하는 텔

레비전 연속극 프로그램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 지로만 측정함으로써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적 평가만을 고려하는 한계를 가졌다.

임채미와 김연경(Lim & Kim, 2011)은 텔레비전 홈쇼핑 호스트와의

준사회적 상호작용이 텔레비전 홈쇼핑에 대한 만족을 야기하는 것을 발

견했다. 이때 만족은 관중이 시청 프로그램 및 경험을 마음에 들어 하는

정도로 준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인한 텔레비전 홈쇼핑 호스트와의 편안함

이 즐거움과 같은 텔레비전 홈쇼핑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이끌었다고

설명하였다. 다시 말해 준사회적 상호작용이 단순히 브랜드 경험으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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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 친밀감이라면 관계 만족은 최고의 경험을 했다고 소비자가 인식하

는 것이다. 이때 관계 만족은 관계를 매개하는 대상과 관계를 맺는 대상

에 대한 만족으로 연결되었다.

그러나 퍼스와 루빈(Perse & Rubin, 1988)처럼 본디 소비자와 브랜드

관계에서 만족이란 브랜드가 소비자의 욕구 충족을 위해 품질을 개선하

는 등의 행동을 취한다고 인식될 때 달성되는 것으로 인지적 차원에 국

한되어왔다(Blackstone, 1993). 그런데 인지적 차원의 만족만으로는 소비

자와 브랜드의 관계를 나타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블랙스톤(Blackstone,

1993)은 태도적 차원에서 신뢰를 제시하였다. 신뢰란 브랜드가 공신력

있고 친밀하다고 소비자가 느끼는 것으로 구매 등으로 인한 위험이 줄어

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신뢰라는 것은 소비자가 브랜드 경험에 대해

마음에 들어 할 뿐 아니라 이후에 예상되는 경험의 결과도 긍정적일 것

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소비자와 브랜드의 장기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관계 마케팅에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족보다 획득하기가 어렵

다는 것도 유추할 수 있다.

크로스비, 에반스, 그리고 코울스(Crosby, Evans & Cowles, 1990)는

판매 일선에서 구매자와 판매자의 관계 품질을 나타내는 것으로 만족과

신뢰를 꼽았다. 특히 복잡성, 무형성 등 불확실성이 높은 서비스 판매의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의 관계 품질이 미래의 상호작용을 예측하는데 중

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발견했다. 이때 신뢰는 구매자의 장기적 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판매자가 행동할 것이라는 확신이라고 정의되었

다. 물론 친밀한 관계에 의해 형성된 신뢰가 구매자와 판매자의 유사성

(Similarity)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결과가 확인됨으로써 준사회적 상

호작용의 한 차원으로 유사성과 신뢰의 관계에 대한 혼란이 발생했지만,

여기에서 유사성은 외모, 상태, 생활방식 등이 비슷한 정도로 정의되어

준사회적 상호작용과 상이한 개념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준사회적 상

호작용이 개인 대 개인의 관계를 가정하고 있듯이 구매자와 판매자 역시

개인 대 개인의 관계이기 때문에 신뢰라는 개념이 준사회적 상호작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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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의도를 매개하는 변수로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서비스 분야와 관련해 관계 품질인 만족과 신뢰가 소비자의 행동 의

도를 야기한다는 것은 익히 확인되어왔다(김종호ㆍ신용섭 2001; 이민우,

2003; 이용기ㆍ이정란ㆍ유동근, 2005). 김종호와 신용섭(2001)은 관계 품

질로 만족과 신뢰를 제시하며, 미용 서비스 관련해 서비스 제공자에 대

한 만족과 신뢰가 서비스 자체보다 미용 서비스 재이용 의도에 더 큰 영

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발견했다. 다시 말해 관계 품질은 서비스 제공자

에 대한 만족과 신뢰로, 이때 만족은 서비스 자체에 대한 소비자 만족과

별개이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성과 평가뿐 아니라 호감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이민우(2003)는 관계 품질로 만족과 신뢰에 더해 몰입

(Commitment)을 제시하였다. 몰입이란 서비스 제공자와의 관계 유지가

노력할 정도로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믿는 정도로 만족의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3가지 차원 모두 의료 서비스 재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쳤지만, 그 중 만족은 다시 신뢰와 몰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

다. 그러나 온라인 환경에서 관계는 오프라인 환경만큼 결속이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몰입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다(이용기 외, 2005).

그래서 이용기 외(2005)는 온라인에서 마케팅을 주로 하는 인터넷 기업

과 소비자의 관계 품질로 만족과 신뢰를 제시하였다. 인터넷 기업에 대

한 소비자의 심리적 연결(일체감)이 높을수록 관계 품질이 높으며, 관계

품질이 높을수록 인터넷 기업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와 행동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했다.

준사회적 상호작용의 한 차원으로 여겨지는 일체감, 동일시는 만족을

매개로 충성스러운 행동을 야기했다. 페이스북에 적용해보면 페이스북

이용자와 브랜드 팬페이지 또는 페북지기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됨

으로써 페이스북 이용자는 해당 팬페이지 또는 페북지기, 나아가 브랜드

에 대해 만족하게 된다. 이때 브랜드 팬페이지 또는 페북지기, 브랜드에

대한 만족은 친밀한 관계에 의해 발생한 것이며, 관계 품질의 일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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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또한 관계 품질을 충분히 나타내기 위해서는 신뢰를 추가해

다차원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만족이란 팬페이지 또는

페북지기, 브랜드와 관계를 맺거나 이용을 시작하는 것이 주는 가치와

혜택에 대한 만족(이유재ㆍ라선아, 2002)을 뜻하며, 신뢰는 브랜드의 신

뢰성과 그로 인한 긍정적 기대(이용기 외, 2005)를 의미한다. 이에 본 연

구는 관계 품질을 준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페이스북 이용자가 브랜드

팬페이지 또는 페북지기, 브랜드에 대해 형성한 만족과 신뢰로 개념적

정의하고, 관계 품질이 준사회적 상호작용과 행동 의도를 매개할 것이라

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관계 품질이 일차적으로는 관계를 매개하는 대상,

이차적으로는 관계를 맺는 대상과 연결된다는 점(Lim & Kim, 2011;

Perse & Rubin, 1988)과 만족이 신뢰보다 선행한다는 점(이민우, 2003)

에서 탐색적이나마 준사회적 상호작용과 행동 의도 사이에서 각각이 미

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설 3-1. 관계 품질은 준사회적 상호작용과 방문 의도를 매개할

것이다.

가 설 3-2. 관계 품질은 준사회적 상호작용과 구매 의도를 매개할

것이다.

가 설 3-3. 관계 품질은 준사회적 상호작용과 구전 의도를 매개할

것이다.

연구 문제 3-1. 관계 품질의 매개 효과는 방문, 구매, 구전 의도에 있

어 차이를 갖는가.

연구 문제 3-2. 브랜드 팬페이지 또는 페북지기, 브랜드에 대한 만족

과 신뢰의 매개 효과는 방문, 구매, 구전 의도에 있어

차이를 갖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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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문제 및 가설

연구 문제 1. 미디어 기술과 텍스트 전략 차원의 상호작용성은 준사

회적 상호작용에 대해 상호작용 효과를 갖는가.

가 설 1-1. 브랜드 팬페이지 또는 페북지기로부터 좋아요가 있는

경우는 없는 경우보다 준사회적 상호작용이 높을 것

이다.

가 설 1-2. 브랜드 팬페이지 또는 페북지기로부터 답글이 있는 경

우는 좋아요가 있는 경우보다 준사회적 상호작용이 높

을 것이다.

가 설 1-3. 브랜드 팬페이지 또는 페북지기로부터 좋아요와 답글

이 함께 있는 경우는 답글이 있는 경우보다 준사회적

상호작용이 높을 것이다.

가 설 1-4. 일상적 내용은 홍보적 내용보다 준사회적 상호작용이

높을 것이다.

연구 문제 2. 준사회적 상호작용의 영향은 방문, 구매, 구전 의도에

있어 차이를 갖는가.

가 설 2-1. 준사회적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브랜드 팬페이지에 대

한 방문 의도는 높을 것이다.

가 설 2-2. 준사회적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브랜드 및 상품에 대

한 구매 의도는 높을 것이다.

가 설 2-3. 준사회적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브랜드 메시지와 브랜

드 팬페이지 및 브랜드에 대한 구전 의도는 높을 것

이다.

가 설 2-4. 방문 및 구매 의도에 대한 준사회적 상호작용의 설명

력은 구전 의도에 대한 설명력보다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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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문제 3-1. 관계 품질의 매개 효과는 방문, 구매, 구전 의도에 있

어 차이를 갖는가.

연구 문제 3-2. 브랜드 팬페이지 또는 페북지기, 브랜드에 대한 만족

과 신뢰의 매개 효과는 방문, 구매, 구전 의도에 있어

차이를 갖는가.

가 설 3-1. 관계 품질은 준사회적 상호작용과 방문 의도를 매개할

것이다.

가 설 3-2. 관계 품질은 준사회적 상호작용과 구매 의도를 매개할

것이다.

가 설 3-3. 관계 품질은 준사회적 상호작용과 구전 의도를 매개할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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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방법 및 측정

제 1 절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연구 문제 및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 방법을 선택하였

다. 실험은 온라인 리서치 회사인 ‘마크로밀 엠브레인

(www.embrain.com)’에 의뢰하여 해당 리서치 회사에 가입된 만 18세

이상 59세 이하인 전국 성인 남녀 347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단 연

구 상황을 고려하여 표본은 페이스북 계정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기업이

나 브랜드가 운영하는 팬페이지를 1개 이상 구독하고 있는 이용자로 제

한되었으며, 표본 수는 정규분포를 충족하는 최소 인원에 무응답이나 불

완전 응답을 고려한 추가적 인원을 더해 산출되었다.

구체적으로 실험 참여자는 브랜드 메시지에 노출되기 이전에 여행 횟

수, 항공권 구매 횟수, 항공사 팬페이지 구독 여부, 자주 이용하는 항공

사와 그에 대한 애착 정도 등에 대해 응답하였다. 이는 실험을 통해 접

하게 될 새로운 항공사에 대한 친밀감과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변수로 고려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실험 참여자는 가상의 대형항공사 ‘에어코리아(Air

Korea)’의 페이스북 팬페이지에 게시된 브랜드 메시지에 댓글을 남긴 소

비자라고 자신을 가정한 다음, 해당 메시지와 그에 대한 반응을 최소 1

분가량 꼼꼼하게 읽도록 요청받았다. 실험 참여자가 브랜드 메시지를 충

분히 살펴보았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메시지 당 15초가 경과되기

전에는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 없게끔 하였다. 이때 브랜드 메시지는

미디어 기술(소비자 응답에 대한 브랜드의 ‘좋아요’ 유무 × ‘답글’ 유무)

과 텍스트 전략(‘홍보’, ‘일상’)에 따라 8가지 조건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각의 조건은 모두 4개의 브랜드 메시지를 포함하도록 조작되었다. 또한

미디어 기술과 텍스트 전략 차원의 상호작용성 외에 영향을 미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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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글자 수, 내용의 유인가, 대화명 언급, 문체, 이모티콘 활용 등은 조건

별로 동일하게 포함되어 통제되었다.

브랜드 메시지를 제공하는 주체로서 가상의 대형항공사를 선택한 원

인은 첫째, 관계 마케팅은 차별화된 품질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서비스업

에서 주로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관계 품질이 서비스업에서 구매자와 판

매자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것도 이를 지지한다(Crosby et

al., 1990; 김종호ㆍ신용섭, 2001; 이민우, 2003; 이용기 외, 2005). 둘째,

서비스업 중에서도 항공사는 페이스북을 통한 브랜드 마케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었다. 그래서 해당 페이스북을 참고하여 브랜드 메시지를 만

들어내는 것뿐 아니라 여행ㆍ관광업의 부흥으로 항공사 이용과 그에 대

한 관심이 증대되어 브랜드 메시지에 대한 실험 참여자의 몰입을 이끌어

내는 것이 용이하다는 판단에서다. 셋째, 실제 항공사의 이름 및 상징을

사용하면 기존에 구축되어있던 항공사에 대한 친밀감 등과 같은 가외변

수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험 참여자는 ‘에어코리아(Air Korea)’의 브랜드 메시지와 그에 대한

반응을 읽은 것을 토대로 준사회적 상호작용, 관계 품질, 행동 의도에 대

해 응답하였다. 이때 모든 변수에 대한 설문은 5점 리커트 척도(5 Point

Likert Scale)로 측정되었으며, 1점 ‘전혀 동의하지 않음’부터 5점 ‘매우

동의함’까지로 구성된 등간척도로 취급되었다. 단 조작 점검을 위해 사용

된 인지된 상호작용성과 노골적 설득 의도는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

었는데, 본 실험 전에 실시한 예비 실험(Pilot Test)에서 응답이 3과 4에

편중되어 나타났기 때문이다(표본 수=33명). 구체적으로 인지된 상호작

용성은 평균이 3.631, 표준편차가 0.637이었으며, 노골적 설득 의도는 평

균이 4.071, 표준편차가 0.248이었다. 그래서 5점 리커트 척도로는 응답의

다양성을 담아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7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때 평균과 표준편차는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반올림하여 나타내었다.

그 다음 실험 참여자는 인터넷 이용 시간 및 목적, 페이스북 이용 빈

도 및 시간, 목적, 활동 등 기본적인 인터넷 및 페이스북 이용에 대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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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응답하였다.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혹은 해당 브랜드의 소셜 네트

워크 사이트 이용량 자체가 브랜드에 대한 준사회적 상호작용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Grant et al., 1991). 또한 성별, 연령, 학력, 소득 등 기

본적인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에 대한 설문에도 응답하

였다. 이때 연령과 학력은 준사회적 상호작용과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설명되어 왔는데, 구체적으로 준사회적 상호작용과 연령은 정적

관계, 학력은 부적 관계를 나타내었다(Levy, 1979).

제 2 절 변수 측정

1 준사회적 상호작용

본 연구는 준사회적 상호작용을 페이스북 이용자가 특정 브랜드 메시

지에 대인적 몰입함으로써 해당 팬페이지 또는 페북지기에 대해 친밀감

을 느끼는 것으로 개념적 정의하였다. 준사회적 상호작용을 측정하는 데

는 루빈 외(Rubin et al., 1985)가 제시한 준사회적 상호작용 척도

(Parasocial Interaction Scale)가 널리 사용되어왔다. 이때 준사회적 상호

작용 척도는 20가지 문항으로 구성된 단일 차원의 척도였으나 감정 이입

(Empathy), 우정(Friendship), 인지된 유사성(Perceived Similarity), 신체

적 매력(Physical Attraction) 등의 차원으로 분류되고 있었다. 그러나 분

류 기준이 실증적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자에 따라 다른

명칭으로 불리기 일쑤였으며, 아우터와 팜그린(Auter & Palmgreen,

2000)은 단일 척도의 한계를 느끼고 다수의 문항에 대한 주성분 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통해 준사회적 상호작용을 4가지 차

원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4가지 차원은 설문 이후의 분석으로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여전히 분류 기준이 불명확했다. 그래서 호너(Hoer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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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는 루빈과 그의 동료들이 제시한 척도를 토대로 웹사이트 이용 활

동이 잘 드러나게 문항을 제거, 수정 및 추가하여 단일 차원의 웹사이트

준사회적 상호작용 척도(Parasocial Interaction Web Site Scale) 10문항

을 구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페이스북 환경에 적용 가능한 준사회적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해 준사회적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루빈 외의 2문

항, 아우터와 팜그린의 1문항, 호너의 5문항과 박경인과 조창환(2015)의

친밀감을 나타내는 2문항을 알맞게 수정하여 준사회적 상호작용 척도를

구성하였다. 이때 친밀감에 대한 문항을 추가한 것은 종속변수로 측정하

는 구매 의도가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 형성에 의한 의도적인 행동

임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해당 10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크론바

흐 알파가 .927로 준사회적 상호작용 척도의 내적 일관성이 매우 높았다.

■ 준사회적 상호작용 척도

1. 브랜드 팬페이지/페북지기는 나를 재미있게 만든다.

2. 브랜드 팬페이지/페북지기는 친구와 있는 것처럼 나를 편안하게 만든다.

3. 브랜드 팬페이지/페북지기와의 상호작용은 친구와의 상호작용과 유사하

다.

4. 브랜드 팬페이지/페북지기는 나의 오랜 친구 같다.

5. 브랜드 팬페이지/페북지기는 나와의 대화가 친밀해 보이고자 노력했다.

6. 페이스북을 통해 브랜드 팬페이지/페북지기와 나 사이에 친밀함이 만들어

졌다.

7. 브랜드 팬페이지/페북지기는 내가 알고 싶어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 같다.

8. 브랜드 팬페이지/페북지기는 나의 의견과 지적에 관심이 있다.

9. 브랜드 메시지를 읽을 때, 나는 댓글을 달고 싶었다.

10. 브랜드 메시지를 읽는 시간은 가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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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 품질

본 연구는 관계 품질을 페이스북 이용자가 준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브랜드 팬페이지 또는 페북지기, 브랜드에 대해 형성한 만족과 신뢰로

개념적 정의하였다. 이때 만족이란 팬페이지 또는 페북지기, 브랜드와 관

계를 맺거나 이용을 시작하는 것이 주는 가치와 혜택에 대한 만족(이유

재ㆍ라선아, 2002)을 뜻하며, 신뢰는 브랜드의 신뢰성과 그로 인한 긍정

적 기대(이용기 외, 2005)를 의미한다. 본 연구는 브랜드 팬페이지 또는

페북지기에 대한 만족과 신뢰를 측정하기 위해서 실제 관계를 맺는 매개

대상에 대한 관계 품질을 나타내는 크로스비 외(Crosby et al., 1990)의

7문항을 알맞게 수정하였다. 또한 브랜드에 대한 만족과 신뢰를 측정하

기 위해서 매개 대상이 본질적으로 대리하는 대상에 대한 만족을 나타내

는 김나민, 김승주, 그리고 이문규(2007)의 3문항, 이경렬과 정수민(2013)

의 4문항, 이용기 외(2005)의 1문항과 신뢰를 나타내는 김나민 외(2003)

의 3문항, 이용기 외(2005)의 4문항, 이민우(2003)의 2문항을 알맞게 수

정하였다. 관계 품질을 구성하는 21문항에 대해 신뢰도 분석을 한 결과

크론바흐 알파가 .966으로 척도의 내적 일관성이 매우 높았다. 구체적으

로 관계 대상과 품질에 따라 문항을 4가지로 분류하여 신뢰도 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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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 팬페이지/페북지기에 대한 만족

1. 나는 브랜드 팬페이지/페북지기에 대해 만족한다.

2. 나는 브랜드 팬페이지/페북지기에 대해 호의적이다.

■ 브랜드 팬페이지/페북지기에 대한 신뢰

1. 브랜드 팬페이지/페북지기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다.

2. 브랜드 팬페이지/페북지기는 나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3. 브랜드 팬페이지/페북지기는 신뢰할만하다.

4. 브랜드 팬페이지/페북지기는 원하는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

지 않는다.

■ 브랜드에 대한 만족

1. 브랜드와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다.

2. 나는 브랜드와의 관계에서 즐거움을 느꼈다.

3. 브랜드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가질만하다.

4. 브랜드와의 관계를 맺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만하다.

5. 나는 이 브랜드가 마음에 든다.

6. 이 브랜드는 내가 원하던 것이다.

7. 이 브랜드를 이용하는 것은 내게 좋은 경험일 것이다.

■ 브랜드에 대한 신뢰

1. 이 브랜드는 정직하다.

2. 이 브랜드는 신뢰할만하다.

3. 이 브랜드를 이용하면 어느 정도 안전할 것이다.

4. 이 브랜드가 올바른 일을 한다고 믿는다.

5. 이 브랜드는 일관성 있게 행동할 것이다.

6. 이 브랜드는 소비자와의 약속을 잘 지킬 것이다.

7. 이 브랜드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한다.

8. 환경이 변화해도 이 브랜드는 나에게 도움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고 기

꺼이 도움을 제공하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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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관계 품질의 신뢰도 분석

구분 크론바흐 알파 문항수

브랜드 팬페이지 또는 호스트
만족 .868 2

신뢰 .845 4

브랜드 자체
만족 .934 7

신뢰 .916 8

브랜드 팬페이지 또는 호스트에 대한

관계 품질
.894 6

브랜드 자체에 대한

관계 품질
.955 15

만족 .948 9

신뢰 .934 12

3 방문 의도

본 연구는 방문 의도를 페이스북 이용자가 특정 브랜드 팬페이지의

이용 경험을 토대로 해당 팬페이지를 미래에 방문하려는 의도로 개념적

정의하였다(홍일유ㆍ김동산, 2006). 이에 본 연구는 브랜드 팬페이지에

대한 방문 의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재방문 의도를 나타내는 박웅기

(2003a)의 3문항, 이시환, 정세현, 그리고 김용겸(2001)의 2문항을 알맞게

수정하였다. 해당 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크론바흐 알파가 .777로

비교적 신뢰할 만했으나 3번째 역코딩 문항을 삭제할 경우 크론바흐 알

파가 .916으로 높아져 제대로 응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추후 분석 과정에서는 방문 의도를 3번째 문항을 제외한 4문항으

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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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의도

1. 다음 상품 구매 시 이 브랜드 팬페이지를 방문할 것이다.

2. 이 브랜드 팬페이지를 방문할 것 같다.

3. 이 브랜드 팬페이지를 다음에 절대로 방문하지 않는다.

4. 앞으로 이 브랜드 팬페이지를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

5. 앞으로의 방문을 위해 이 브랜드 팬페이지를 구독할 가능성이 높다.

4 구매 의도

본 연구는 구매 의도를 브랜드 팬페이지 이용 경험에 의한 페이스북

이용자의 해당 브랜드 및 상품 구매 여부 정도(안대희ㆍ한기장, 2011; 정

기한ㆍ정지희ㆍ신재익, 2009)로 개념적 정의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구매

의도를 측정하기 위해 박경인과 조창환(2015)의 2문항, 정기한 외(2009)

의 3문항을 알맞게 수정하였다. 해당 5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크

론바흐 알파가 .902로 구매 의도 척도의 내적 일관성이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구매 의도

1. 이 브랜드/상품을 이용하고 싶다.

2. 이 브랜드/상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

3. 이 브랜드 팬페이지가 설명하는 브랜드/상품이 좋다고 생각한다.

4. 이 브랜드 팬페이지가 구매 결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5. 가격대가 비슷한 상품 중에서는 이 브랜드/상품을 구매하겠다.



- 45 -

5 구전 의도

본 연구는 구전 의도를 페이스북 이용자가 타인에게 첫째, 추천 등

브랜드 팬페이지와 브랜드 자체를 칭찬하려는 정도(Carroll & Ahuvia,

2006)에 더불어 둘째, 브랜드 팬페이지에 게시된 브랜드 메시지를 재전

달하려는 의도(이세진ㆍ방혜진ㆍ노승화, 2012)로 개념적 정의하였다. 소

셜 네트워크 사이트의 핵심적인 기능인 공유를 고려할 때, 구전 의도에

대한 정의가 좀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두 가지로 분류되는 구전 의도를 명확히 측정하기 위해 전자의

경우 캐롤과 아후비아(Carroll & Ahuvia, 2006)의 3문항, 박경인과 조창

환(2015)의 2문항을, 후자의 경우 온라인 구전 의도 및 효과를 나타내는

김하림과 조창환(2014)의 7문항을 알맞게 수정하였다. 해당 12문항에 대

한 신뢰도 분석 결과 크론바흐 알파가 .954로 구전 의도 척도의 내적 일

관성이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구전 의도

1. 나는 이 브랜드의 메시지에 좋아요(Like) 버튼을 누를 것이다.

2. 나는 이 브랜드의 메시지에 공유하기(Share) 버튼을 누를 것이다.

3. 나는 이 브랜드의 메시지를 온라인 미디어(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홈

페이지 등)를 통해 알릴 것이다.

4. 나는 이 브랜드 메시지를 내 온라인 미디어에 등록할 것이다.

5. 나는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서 이 브랜드 메시지에 대해 대화할 것이다.

6. 나는 이 브랜드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다.

7. 나는 이 브랜드의 메시지에 대하여 주변 사람과 이야기할 것이다.

8. 나는 이 브랜드 팬페이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것이다.

9. 나는 이 브랜드 팬페이지를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

10. 나는 이 브랜드를 많은 사람에게 추천할 것이다.

11. 나는 내 친구에게 이 브랜드를 좋게 말할 것이다.

12. 나는 이 브랜드에 대한 좋은 말을 퍼뜨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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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 결과

제 1 절 측정 변수의 기술 통계

1 표본의 특성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표본은 전체 347명으로 남

자가 170명(49.0%), 여자가 177명(51.0%)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연령과

관련해서는 만 18세부터 59세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었으며 10, 20대

가 93명(26.8%), 30대가 90명(25.9%), 40대가 77명(22.2%), 50대가 87명

(25.1%)이었다(평균=38.41, 표준편차=11.761). 표본은 과반 수 이상

(66.3%)이 4년제 대학 재학/졸업으로 가장 많았으며, 13.9%를 제외한 나

머지가 전문대학 재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소득은

월 200-500만원 미만이 53.6%로 과반 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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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빈도(명) 퍼센트(%)

성별
남 170 49.0

여 177 51.0

연령

10, 20대 93 26.8

30대 90 25.9

40대 77 22.2

50대 87 25.1

학력

고등학교 재학 6 1.7

고등학교 중퇴/졸업 38 11.0

대학 중퇴 4 1.2

전문대학 재학/졸업 29 8.4

4년제 대학 재학/졸업 230 66.3

대학원 재학/졸업 40 11.5

소득

월 99만원 미만 40 11.5

월 99-200만원 미만 50 14.4

월 200-300만원 미만 68 19.6

월 300-400만원 미만 59 17.0

월 400-500만원 미만 59 17.0

월 500-600만원 미만 33 9.5

월 600만원 이상 38 11.0

다음으로는 표본의 기본적인 페이스북 이용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페이스북 접속빈도와 관련해서 하루에 여러번 이상이라는 응답이 116명

(33.4%)으로 가장 많았으며, 60.8%인 과반 수 이상이 하루에 1번 이상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스북 1회 접속 시 이용시간

은 30분 미만이 196명(56.5%)으로 과반 수 이상을 차지했으며, 30분 이

상 1시간 미만은 103명(29.7%)으로 한 번 접속할 때마다 1시간 미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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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시간 동안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페이스북 게시

글 업로드 빈도는 한 달에 1번 이하라는 응답이 136명(39.9%)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주일에 약 1번에서 3번 정도 된다는 응답도 157명(45.2%)으

로 다수였다. 타인의 게시글에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빈도는 일주일에

약 1번에서 3번 정도 된다는 응답이 171명(49.3%)으로 거의 과반에 도달

했으며, 공유하는 빈도로는 한 달에 1번 이하라는 응답(30.5%)이 가장

많았지만 일주일에 약 1번에서 3번 정도 된다는 응답도 167명(48.1%)으

로 좋아요와 같이 다수를 차지했다. 타인의 게시글에 댓글을 다는 빈도

는 한 달에 1번 이하, 일주일에 약 1번에서 3번 정도 된다는 응답이

77.0%로 대다수였다. 반면 브랜드 팬페이지 이용에 있어서는 브랜드 메

시지에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빈도는 한 달에 1번 이하 또는 일주일에 1

번 정도 된다는 응답이 204명(58.8%)으로 타인의 게시글에 비해 더 낮은

수치를 보였다. 공유하는 빈도는 한 달에 1번 이하가 135명(38.9%)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일주일에 1번 정도(26.5%), 2-3일에 1번 정도

(18.7%) 순이었다. 브랜드 메시지에 댓글을 다는 빈도 역시 한 달에 1번

이하가 154명(44.4%)으로 가장 높았으며, 한 달에 약 4번 이하라는 응답

이 231명(66.6%)으로 과반 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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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표본의 페이스북 이용 특성

구분 빈도(명) 퍼센트(%)

페이스북

접속빈도

한 달에 1번 이하 18 5.2

일주일에 1번 정도 55 15.9

2-3일에 1번 정도 63 18.2

하루에 1번 정도 95 27.4

하루에 여러번 이상 116 33.4

페이스북

접속 시

이용시간

30분 미만 196 56.5

30분-1시간 미만 103 29.7

1시간-2시간 미만 34 9.8

2시간-3시간 미만 9 2.6

3시간 이상 5 1.4

페이스북

게시글

업로드

빈도

한 달에 1번 이하 135 38.9

일주일에 1번 정도 82 23.6

2-3일에 1번 정도 75 21.6

하루에 1번 정도 40 11.5

하루에 여러번 이상 15 4.3

타인의

게시글

좋아요

빈도

한 달에 1번 이하 52 15.0

일주일에 1번 정도 93 26.8

2-3일에 1번 정도 78 22.5

하루에 1번 정도 63 18.2

하루에 여러번 이상 61 17.6

타인의

게시글

공유

빈도

한 달에 1번 이하 106 30.5

일주일에 1번 정도 82 23.6

2-3일에 1번 정도 85 24.5

하루에 1번 정도 47 13.5

하루에 여러번 이상 27 7.8

타인의

게시글

한 달에 1번 이하 101 29.1

일주일에 1번 정도 80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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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변수의 기술 통계

본 연구의 주요 변수를 설명하는 기술 통계 값과 주요 변수 간의 상

관 계수는 다음과 같다. 구체적인 값은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반올림하

여 나타내었다.

댓글

빈도

2-3일에 1번 정도 86 24.8

하루에 1번 정도 48 13.8

하루에 여러번 이상 32 9.2

브랜드

팬페이지

좋아요

빈도

한 달에 1번 이하 97 28.0

일주일에 1번 정도 107 30.8

2-3일에 1번 정도 76 21.9

하루에 1번 정도 46 13.3

하루에 여러번 이상 21 6.1

브랜드

팬페이지

공유

빈도

한 달에 1번 이하 135 38.9

일주일에 1번 정도 92 26.5

2-3일에 1번 정도 65 18.7

하루에 1번 정도 37 10.7

하루에 여러번 이상 18 5.2

브랜드

팬페이지

댓글

빈도

한 달에 1번 이하 154 44.4

일주일에 1번 정도 77 22.2

2-3일에 1번 정도 55 15.9

하루에 1번 정도 47 13.5

하루에 여러번 이상 14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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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주요 변수의 평균/표준편차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준사회적 상호작용

347

3.24 0.683

관계 품질 3.432 0.609

방문 의도 3.421 0.756

구매 의도 3.51 0.650

구전 의도 3.312 0.681

[표 5] 주요 변수 간 상관 계수

구분 1 2 3 4 5

1. 준사회적 상호작용 1

2. 관계 품질 .877** 1

3. 방문 의도 .758** .804** 1

4. 구매 의도 .724** .819** .822** 1

5. 구전 의도 .795** .851** .842** .808** 1

(** p<0.01)

제 2 절 독립변수의 조작 점검

본 연구는 분석에 앞서 미디어 기술 및 텍스트 전략 차원의 상호작용

성이 제대로 처치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작 점검(Manipulation

Check)을 하였다. 조작 점검을 위해 통계 프로그램 SPSS Statistics 23

에서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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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디어 기술 차원의 상호작용성

미디어 기술 차원의 상호작용성이 인지된 상호작용성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았다. 인지된 상호작용성을 나타내기 위해 도슨과 로저스

(Thorson & Rodgers, 2006)가 맥밀란과 황장선(McMillan & Hwang,

2002)에서 추출한 인지된 상호작용성 7문항 중 연구 상황에 맞는 4문항

을 선별하여 리커트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해당 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크론바흐 알파가 .899로 인지된 상호작용성 척도의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인 조작 점검을 실시하기 이전에 일원변량분석의 전제를 검증

하였다. 첫째, 실험 참여자는 상호작용성이 제시되지 않은 집단, 좋아요

가 제시된 집단, 답글이 제시된 집단, 좋아요와 답글이 함께 제시된 집단

중 한 집단에만 할당되었기 때문에 독립표본의 전제는 성립되었다. 둘째,

4집단이 같은 모집단에서 추출되었는지 레빈(Levene)의 등분산 검증을

실시한 결과 F값이 1.851, 자유도가 3과 343, 유의확률이 .138로 유의도

수준인 0.05보다 컸다. 그래서 집단의 동질성 전제 역시 성립됨을 알 수

있었다.

일원변량분석의 결과 집단 간 변량은 9.720, 집단 내 변량은 1.161, 집

단 간 변량을 집단 내 변량으로 나눈 F값은 8.374였다. 자유도 3, 343에

서 해당 F값의 유의확률은 .000으로 p<0.05는 물론 p<0.01 유의도 수준

에서도 유의미했다. 그래서 미디어 기술 차원의 상호작용성이 인지된 상

호작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

는 .06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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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미디어 기술-인지된 상호작용성의 일원변량분석

집단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자유도 유의확률 에타제곱

1 89 4.405 1.205

8.374 3, 343 .000** .068
2 88 4.361 1.079

3 84 4.955 0.944

4 86 4.968 1.058

(** p<0.01)

※ 집단1은 상호작용성이 아무것도 제시되지 않은 집단, 집단2는 좋아요

가 제시된 집단, 집단3은 답글이 제시된 집단, 집단4는 좋아요와 답글

이 함께 제시된 집단을 뜻한다. 이때 집단 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소

수점 셋째 자리까지 반올림하여 나타내었다.

그러나 위 분석 결과로는 4집단 중 어느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집단 간의 구체적인 차이를 알기 위해 사후 검증으로 쉐

페(Scheffé) 검증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상호작용성이 제시되지 않은 집

단과 좋아요만 제시된 집단보다 답글이 제시된 집단, 좋아요와 답글이

함께 제시된 집단이 p<0.05 유의도 수준에서 준사회적 상호작용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상호작용성이 없거나 좋아요만 제시된 집단과 답

글만 제시되거나 좋아요와 답글이 함께 제시된 집단은 동질적인 집단으

로 나타났다. 그 결과 미디어 기술 차원의 경우 댓글의 유무에 따라서

인지된 상호작용성 정도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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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 미디어 기술에 따른 집단 간 사후 검증

집단 집단 평균 차이 유의확률

1

2 .044 .995

3 -.551* .011

4 -.564* .008

2

1 -.044 .995

3 -.595* .005

4 -.607* .004

3

1 .551* .011

2 .595* .005

4 -.013 1.000

4

1 .564* .008

2 .607* .004

3 .013 1.000

(* p<0.05)

[표 7-2] 미디어 기술에 따른 집단 간 사후 검증

집단 빈도
집단군

1 2

1 89 4.405

2 88 4.361

3 84 4.955

4 86 4.968



- 55 -

2 텍스트 전략 차원의 상호작용성

텍스트 전략 차원의 상호작용성이 제대로 조작되었는지 살펴보기 위

해 메시지 내용이 첫째, 목적의 명확성과 둘째, 인지된 상호작용성에 영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목적의 명확성을 나타내기 위해 브랜드 홍보

라는 연구 상황에 맞게 김하림과 조창환(2014)의 메시지의 노골적 설득

의도 6문항을 리커트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해당 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크론바흐 알파가 .804로 메시지 목적의 명확성을 나타내는 설

득 의도 척도가 신뢰할만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과 분석에 앞서 실험 참여자는 일상과 홍보라는 두 메시지 내용 집

단 중 한 집단에만 할당되었기 때문에 독립표본의 전제가 성립되었다.

일상과 홍보라는 두 집단이 같은 모집단에서 추출되었는지 레빈(Levene)

의 등분산 검증을 실시한 결과 F값이 .220, 자유도가 1과 345, 유의확률

이 .640으로 유의도 수준인 0.05보다 컸기 때문에 집단의 동질성 전제 역

시 성립되었으며,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를 보면 집단 간 변량은 2.564, 집단 내 변량은 0.884, 집단 간 변

량을 집단 내 변량으로 나눈 F값은 2.901이었다. 자유도 1, 345에서 해당

F값의 유의확률은 .089로 한계적이나마 p<0.1 유의도 수준에서 유의미했

다. 구체적으로 텍스트 전략 차원의 상호작용성인 메시지 내용 중 홍보

가 일상보다 설득 의도가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었으며, 메시지 내

용과 노골적 설득 의도는 .008의 상관관계를 가졌다.

[표 8] 텍스트 전략–메시지의 노골적 설득 의도의 일원변량분석

집단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자유도 유의확률 에타제곱

홍보 176 4.453 0.960
2.901 1, 345 .089 .008

일상 171 4.28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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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인지된 상호작용성에 대한 메시지 내용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목적의 명확성에서 보았듯이 독립표본의 전제는 성립하였다. 종속변수로

인지된 상호작용성을 두고 레빈(Levene)의 등분산 검증을 실시한 결과

F값이 .088, 자유도가 1과 345, 유의확률이 .767로 유의도 수준인 0.05보

다 컸기 때문에 집단의 동질성 전제 역시 성립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원변량분석 결과 자유도 1, 345에서 F값 .014의 유의확률은 .907로

p<0.1 유의도 수준에서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래서 메시지 내용이 인

지된 상호작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텍스트 전략 차원 상호작용성의 영향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기 때문에 준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메시지 내용의 주효과와 미디

어 기술 차원 상호작용성과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표 9] 텍스트 전략-인지된 상호작용성의 일원변량분석

집단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자유도 유의확률 에타제곱

홍보 176 4.673 1.128
.014 1, 345 .907 0.000

일상 171 4.659 1.110

제 3 절 연구 문제 및 가설 검증

1 상호작용성의 효과

미디어 기술 및 텍스트 전략 차원의 상호작용성이 준사회적 상호작용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원변량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단 미디어 기술 차원 상호작용성의 경우, 조작 점검에서 상

호작용성이 제시되지 않은 집단과 좋아요가 제시된 집단, 답글이 제시된

집단과 좋아요 및 답글이 함께 제시된 집단이 동질적인 것으로 나타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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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전자와 후자를 각각 합하여 2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분석에 앞서 실험 참여자는 미디어 기술 2차원과 텍스트 전략 2

차원으로 구성된 4집단 중 한 집단에만 할당되었기 때문에 독립표본의

전제가 성립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해당 4집단에 대해 레빈(Levene)의

등분산 검증을 실시한 결과 F값이 .222, 자유도가 3과 343, 유의확률이

.881로 유의도 수준인 0.05보다 커 집단의 동질성 전제 역시 성립되는 것

을 확인했다.

다원변량분석 결과, 미디어 기술과 텍스트 전략 차원의 상호작용 효

과의 설명변량은 .053, 오차변량은 .455, 설명변량을 오차변량으로 나눈

F값은 .11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래서 각각의 주 효과

를 살펴보았다. 첫째, 미디어 기술 차원 상호작용성의 경우 설명변량이

5.258, 이를 오차변량으로 나눈 F값 11.555의 유의확률이 .001로 p<0.01

보다 작기 때문에 준사회적 상호작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때 미디어 기술 차원 상호작용성과 준사회적 상호작용의

상관관계는 .033이었다. 둘째, 텍스트 전략 차원 상호작용성의 경우 설명

변량이 .031, F값 .068의 유의확률이 .795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시 말

해 상호작용성 두 차원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으며, 답글이 있는 브랜

드 메시지를 읽은 실험 참여자만이 해당 팬페이지 또는 페북지기에 친밀

감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결과 가설 1-2는 채택되고, 가설

1-1, 1-3, 1-4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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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상호작용성의 준사회적 상호작용 평균/표준편차

미디어 기술 텍스트 전략 빈도 평균 표준편차

1
홍보 88 3.12 0.613

일상 89 3.12 0.733

2
홍보 88 3.35 0.672

일상 82 3.39 0.673

※ 집단1은 상호작용성이 아무것도 제시되지 않은 집단과 좋아요가 제시

된 집단, 집단2는 답글이 제시된 집단과 좋아요 및 답글이 함께 제시

된 집단을 뜻한다.

[표 11] 상호작용성-준사회적 상호작용의 다원변량분석

F값 자유도 유의확률 에타제곱

미디어 기술 11.555 1 .001** .033

텍스트 전략 .068 1 .795 .000

미디어 기술

*텍스트 전략
.116 1 .733 .000

오차 343

(** p<0.01)

2 관계 품질의 매개 효과

준사회적 상호작용과 행동 의도 간 관계 품질의 매개 효과를 살펴보

기 위해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매개 효과 분석에

앞서 회귀분석을 위한 전제를 검증하였다. 첫째, 분포의 정상성 전제는

성립되었다. 표본의 크기가 약 150-200명 이상이면 정상성 전제는 위배

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최현철, 2013) 실험 참여자가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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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인 본 연구에서 분포의 정상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었

다. 둘째, 선형성과 오차변량의 동질성과 관련해서는 각각의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회귀 표준화 예측값을 x축으로 회귀 표준화 잔차를 y축

으로 하는 산점도를 그려본 결과 점이 직선 모양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이 5.0을 넘는 수치가 없어 다중공선성의 문제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적으로 가장 큰 분산팽창요인 값이 10.0을 넘으

면 다중공선성이 있다고 판단한다(서혜선ㆍ양경숙ㆍ김나영ㆍ김희영ㆍ김

미경, 2003).

회귀분석의 전제 검증을 한 후, 관계 품질의 매개 효과를 살펴보았다.

바론과 케니(Baron & Kenny, 1986)는 3단계의 회귀분석을 통해 매개 효

과를 측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의

관계를 회귀분석한 1단계에서 독립변수는 매개변수에 영향을 미쳐야한

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보는 2단계에서도 독립변수는 종속변

수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수, 매개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보는 3단계에서 매개변수의 영향이 통제되었을 때 이전에 유의미

했던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거나 감소해야한

다. 이때 독립변수의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으면 매개변수는 완전 매개,

감소하면 부분 매개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바론과 케니(Baron & Kenny, 1986)의 설명을 토대로 첫째,

준사회적 상호작용과 방문 의도 사이에서 관계 품질의 매개 효과를 분석

해보았다. 매개 효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인구사회학적 변수(성별, 연령,

학력, 소득)와 페이스북 이용 활성화 정도, 항공사에 대한 관심을 통제변

수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 매개 변수를 종속 변수로 설정하는 1단계에서

준사회적 상호작용은 관계 품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베타

=.881). 특히 통제변수만 있을 때에 비해 R2의 변화량도 .627 증가하여,

매개변수에 대한 준사회적 상호작용의 영향이 상당한 것을 알 수 있었

다. 2단계에서 준사회적 상호작용은 방문 의도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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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다(베타=.711).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관계 품질의 영향을 통제하

고서도 준사회적 상호작용은 방문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베타

=.164). 다시 말해 준사회적 상호작용의 영향은 1, 2, 3단계에서 모두 유

의미했다. 그러나 2단계에서 준사회적 상호작용이 방문 의도의 전체 변

량 중 71.1%를 설명한데 반해 3단계에서는 16.4% 밖에 설명하지 못했

다. 그러므로 관계 품질이 준사회적 상호작용과 방문 의도 사이를 부분

매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가설 2-1, 3-1은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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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관계 품질의 매개 효과: 준사회적 상호작용-방문 의도

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B(β) t B(β) t B(β) t

상수 1.078 8.948** .411 2.035* -.419 -2.094*

성별
-.026

(-.022)
-.819

-.029

(-.019)
-.535

-.009

(-.006)
-.179

연령
-.002

(-.046)
-1.537

.003

(.042)
1.049

.005

(.071)
1.964

학력
-.009

(-.017)
-.609

.041

(.064)
1.734

.048

(.074)
2.261*

소득
-.005

(-.015)
-.464

-.024

(-.059)
-1.381

-.021

(-.050)
-1.313

페이스북

이용량

.024

(.041)
1.426

.092

(.127)
3.296**

.074

(.102)
2.959**

항공사

관심

-.031

(-.064)
-2.255*

.004

(.008)
.195

.028

(.047)
1.372

준사회적

상호작용

.785

(.881)
30.927**

.786

(.711)
18.459**

.182

(.164)
2.454*

관계 품질
.770

(.620)
9.495**

F 변화량 956.506** 340.746** 90.147**

자유도 1, 339 1, 339 1, 338

R2 .778 .594 .679

(* p<0.05, ** p<0.01)

둘째, 준사회적 상호작용과 구매 의도 간 관계 품질의 매개 효과를

살펴보았다. 매개 변수에 대한 준사회적 상호작용의 영향은 이미 살펴보

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그래서 2단계 결과를 살펴보면 준

사회적 상호작용이 구매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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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그러나 3단계에서 관계 품질의 영향을 통제하고 나니 구매 의도

에 대한 준사회적 상호작용의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베타=.003). 그러므로 관계 품질이 준사회적 상호작용과 구매 의도 사이

를 완전 매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가설 2-2, 3-2는 채택되었다.

[표 13] 관계 품질의 매개 효과: 준사회적 상호작용-구매 의도

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B(β) t B(β) t B(β) t

상수 1.078 8.948** 1.178 6.325** .252 1.460

성별
-.026

(-.022)
-.819

-.032

(-.024)
-.641

-.009

(-.007)
-.223

연령
-.002

(-.046)
-1.537

.000

(.003)
.061

.002

(.040)
1.095

학력
-.009

(-.017)
-.609

.028

(.051)
1.287

.036

(.064)
1.951

소득
-.005

(-.015)
-.464

8.302E-5

(.000)
.005

.004

(.012)
.316

페이스북

이용량

.024

(.041)
1.426

.045

(.073)
1.758

.025

(.040)
1.157

항공사

관심

-.031

(-.064)
-2.255*

-.048

(-.094)
-2.278*

-.022

(-.042)
-1.222

준사회적

상호작용

.785

(.881)
30.927**

.678

(.712)
17.268**

.003

(.003)
.047

관계 품질
.859

(.805)
12.293**

F 변화량 956.506** 298.180** 151.117**

자유도 1, 339 1, 339 1, 338

R2 .778 .534 .678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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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준사회적 상호작용과 구전 의도 사이에서 관계 품질의 매개 효

과를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2단계에서 준사회적 상호작용은 구전 의도

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베타=.732). 관계 품질의 영향을 통제한

3단계에서도 준사회적 상호작용은 구전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베타=.131). 그러나 2단계에서 준사회적 상호작용이 구전

의도의 전체 변량 중 73.2%를 설명한데 반해 3단계에서는 13.1%만을 설

명했다. 그러므로 관계 품질이 준사회적 상호작용과 구전 의도 사이를

부분 매개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가설 2-3, 3-3은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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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관계 품질의 매개 효과: 준사회적 상호작용-구전 의도

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B(β) t B(β) t B(β) t

상수 1.078 8.948** .670 4.008** -.152 -.975

성별
-.026

(-.022)
-.819

-.037

(-.027)
-.832

-.017

(-.012)
-.456

연령
-.002

(-.046)
-1.537

-.001

(-.019)
-.526

.001

(.012)
.380

학력
-.009

(-.017)
-.609

.007

(.013)
.370

.014

(.024)
.842

소득
-.005

(-.015)
-.464

.009

(.025)
.646

.013

(.035)
1.076

페이스북

이용량

.024

(.041)
1.426

.106

(.163)
4.596**

.088

(.135)
4.542**

항공사

관심

-.031

(-.064)
-2.255*

.003

(.005)
.154

.026

(.049)
1.652

준사회적

상호작용

.785

(.881)
30.927**

.730

(.732)
20.704**

.131

(.131)
2.270*

관계 품질
.762

(.682)
12.088**

F 변화량 956.506** 428.642** 146.110**

자유도 1, 339 1, 339 1, 338

R2 .778 .657 .761

(* p<0.05, ** p<0.01)

추가적으로 통제 변수만을 투입했을 때 준사회적 상호작용이 방문 의

도의 71.1%, 구매 의도의 71.2%, 구전 의도의 73.2%의 설명력을 가져,

근소하게나마 구전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가설 2-4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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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사회적 상호작용과 행동 의도 사이에서 관계 품질이 갖는 매개 효

과를 분석한 결과, 구매 의도에 한해서만 관계 품질이 두 변수 간의 관

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관계를 맺는 대상(‘브랜드

팬페이지 또는 페북지기’, ‘브랜드 자체’)과 관계 품질의 유형(‘만족’, ‘신

뢰’)에 따라 매개 변수를 세분화해 그 효과를 살펴보았다9). 방문 및 구

매, 구전 의도에 대한 8개의 매개 변수 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

다.

[표 15] 세분화된 매개 효과: 준사회적 상호작용–행동 의도

매개 변수 방문 의도 구매 의도 구전 의도

팬페이지/페북지기 만족 부분 부분 부분

팬페이지/페북지기 신뢰 부분 부분 부분

브랜드 만족 부분 완전 부분

브랜드 신뢰 부분 부분 부분

팬페이지/페북지기 관계 품질 부분 부분 부분

브랜드 관계 품질 부분 완전 부분

만족 부분 완전 부분

신뢰 부분 부분 부분

그 결과, 구매 의도에 한해서만 브랜드에 대한 만족, 브랜드와의 관계

품질, 만족이 준사회적 상호작용과 구매 의도를 완전 매개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부분 매개 효과를 가진 매개 변수는 부록에

서 다루되 여기에서는 완전 매개 효과를 가진 변수만을 살펴보겠다.

첫째로 브랜드에 대한 만족이다. 1단계에서 준사회적 상호작용은 브

9) 세분화된 매개 변수는 8개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팬페이지 또는 페북지기
에 대한 만족, 팬페이지 또는 페북지기에 대한 신뢰, 브랜드에 대한 만족, 브
랜드에 대한 신뢰, 팬페이지 또는 페북지기와의 관계 품질, 브랜드와의 관계
품질, 만족, 신뢰가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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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에 대한 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베타=.861). 2단계에서도 구매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베타=.712). 그러나 브랜드에 대

한 만족의 영향을 통제한 3단계에서 준사회적 상호작용의 영향은 유의미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브랜드에 대한 만족이 완전 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16] 브랜드 만족의 완전 매개: 준사회적 상호작용-구매 의도

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B(β) t B(β) t B(β) t

상수 .962 6.587** 1.178 6.325** .458 2.854**

성별
-.026

(-.019)
-.666

-.032

(-.024)
-.641

-.012

(-.010)
-.308

연령
-.003

(-.050)
-1.529

.000

(.003)
.061

.002

(.041)
1.178

학력
-.014

(-.024)
-.799

.028

(.051)
1.287

.039

(.069)
2.164*

소득
-.004

(-.011)
-.321

8.302E-5

(.000)
.005

.003

(.009)
.238

페이스북

이용량

.011

(.017)
.537

.045

(.073)
1.758

.037

(.060)
1.779

항공사

관심

-.027

(-.050)
-1.606

-.048

(-.094)
-2.278*

-.028

(-.055)
-1.640

준사회적

상호작용

.846

(.861)
27.478**

.678

(.712)
17.268**

.045

(.047)
.779

브랜드

만족

.748

(.772)
13.334**

F 변화량 755.048** 298.180** 177.804**

자유도 1, 339 1, 339 1, 338

R2 .731 .534 .695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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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브랜드와의 관계 품질의 경우도 완전 매개 효과를 가졌다. 1

단계에서 준사회적 상호작용은 브랜드와의 관계 품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베타=.849). 종속 변수에 대한 준사회적 상호작용의 영향은 이미

살펴보았기 때문에 2단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그러나 마지막 3단계

에서 브랜드와의 관계 품질 영향을 통제했을 때 준사회적 상호작용의 영

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브랜드와의 관계 품질

역시 완전 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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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브랜드 관계 품질의 완전 매개

: 준사회적 상호작용–구매 의도

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B(β) t B(β) t B(β) t

상수 1.184 8.727** 1.178 6.325** .229 1.368

성별
-.021

(-.017)
-.585

-.032

(-.024)
-.641

-.015

(-.011)
-.368

연령
-.002

(-.043)
-1.276

.000

(.003)
.061

.002

(.035)
.988

학력
-.011

(-.021)
-.681

.028

(.051)
1.287

.037

(.067)
2.070*

소득
-.001

(-.004)
-.122

8.302E-5

(.000)
.005

.001

(.003)
.094

페이스북

이용량

.016

(.028)
.870

.045

(.073)
1.758

.032

(.052)
1.536

항공사

관심

-.034

(-.071)
-2.216*

-.048

(-.094)
-2.278*

-.021

(-.041)
-1.202

준사회적

상호작용

.753

(.849)
26.352**

.678

(.712)
17.268**

.074

(.078)
1.328

브랜드

관계 품질

.801

(.747)
13.218**

F 변화량 694.407** 298.180** 174.725**

자유도 1, 339 1, 399 1, 338

R2 .716 .534 .693

(* p<0.05, ** p<0.01)

셋째로는 만족을 살펴보겠다. 1단계에서 준사회적 상호작용은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베타=.878). 그러나 3단계에서 만족의 영

향을 통제했을 때 준사회적 상호작용의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 69 -

나타났다. 그러므로 만족이 준사회적 상호작용과 구매 의도 사이를 완전

매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18] 만족의 완전 매개: 준사회적 상호작용-구매 의도

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B(β) t B(β) t B(β) t

상수 .984 6.958** 1.178 6.325** .475 2.834**

성별
-.060

(-.044)
-1.585

-.032

(-.024)
-.641

.011

(.008)
.260

연령
-.004

(-.072)
-2.282*

.000

(.003)
.061

.003

(.056)
1.533

학력
.000

(-.001)
-.027

.028

(.051)
1.287

.029

(.051)
1.547

소득
.001

(.003)
.102

8.302E-5

(.000)
.005

-.001

(-.002)
-.060

페이스북

이용량

.007

(.012)
.379

.045

(.073)
1.758

.040

(.064)
1.845

항공사

관심

-.046

(-.087)
-2.891**

-.048

(-.094)
-2.278*

-.015

(-.029)
-.832

준사회적

상호작용

.865

(.878)
29.032**

.678

(.712)
17.268**

.059

(.062)
.961

만족
.715

(.740)
11.883**

F 변화량 842.840** 298.180** 141.197**

자유도 1, 339 1, 339 1, 338

R2 .749 .534 .672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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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논의

제 1 절 연구의 결론 및 의의

본 연구는 브랜드 마케팅 채널인 페이스북의 브랜드 팬페이지 광고

효과를 높이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준사회적 상호작용을 가져왔다. 이

를 중심으로 준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미디어 기술

및 텍스트 전략 차원의 상호작용성과 준사회적 상호작용의 영향을 받는

요인으로 3가지 행동 의도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 및 가설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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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연구 문제/가설 검증 결과

구분 채택/기각

연구 문제 1

미디어 기술과 텍스트 전략 차원의 상

호작용성은 준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해

상호작용 효과를 갖는가.

미디어 기술만

효과 있음

가설 1-1

브랜드 팬페이지 또는 페북지기로부터

좋아요가 있는 경우는 없는 경우보다

준사회적 상호작용이 높을 것이다.

기각

가설 1-2

브랜드 팬페이지 또는 페북지기로부터

답글이 있는 경우는 좋아요가 있는 경

우보다 준사회적 상호작용이 높을 것

이다.

채택

가설 1-3

브랜드 팬페이지 또는 페북지기로부터

좋아요와 답글이 함께 있는 경우는 답

글이 있는 경우보다 준사회적 상호작

용이 높을 것이다.

기각

가설 1-4
일상적 내용은 홍보적 내용보다 준사

회적 상호작용이 높을 것이다.
기각

연구 문제 2
준사회적 상호작용의 영향은 방문, 구

매, 구전 의도에 있어 차이를 갖는가.
미미한 차이

가설 2-1

준사회적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브랜드

팬페이지에 대한 방문 의도는 높을 것

이다.

채택

가설 2-2

준사회적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브랜드

및 상품에 대한 구매 의도는 높을 것

이다.

채택

가설 2-3

준사회적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브랜드

메시지와 브랜드 팬페이지 및 브랜드

에 대한 구전 의도는 높을 것이다.

채택

가설 2-4 방문 및 구매 의도에 대한 준사회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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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결과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다. 우선 준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상호작용성을 첫째, 미디어 기술 차원과 둘째, 텍

스트 전략 차원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미디어 기술 차원에

한해서 상호작용성이 극대화되었을 때 브랜드 팬페이지 또는 페북지기에

대한 친밀감이 높아졌다.

전자의 경우 페이스북에서 답글이 좋아요보다 더 높은 상호작용성을

가진다고 유추할 수 있었다(이경렬ㆍ정수민, 2013; 이상돈 외, 2015; 이은

선 외, 2013; 정예림 외, 2013; 황장선ㆍ임지은, 2013). 연구 결과 실험 참

여자는 실제 좋아요와 답글의 상호작용성을 다르게 인식할 뿐 아니라 좋

아요가 제시된 것보다 답글이 제시된 브랜드 메시지를 보고 브랜드 팬페

이지 또는 페북지기에 대해 더 친밀감을 느꼈다. 또한 좋아요와 상호작

상호작용의 설명력은 구전 의도에 대

한 설명력보다 클 것이다.

연구 문제 3-1
관계 품질의 매개 효과는 방문, 구매,

구전 의도에 있어 차이를 갖는가.

구매 의도에

완전 매개

연구 문제 3-2

브랜드 팬페이지 또는 페북지기, 브랜

드에 대한 만족과 신뢰의 매개 효과는

방문, 구매, 구전 의도에 있어 차이를

갖는가.

브랜드 만족,

브랜드

관계 품질,

만족은

구매 의도에

완전 매개

가설 3-1
관계 품질은 준사회적 상호작용과 방

문 의도를 매개할 것이다.
채택

가설 3-2
관계 품질은 준사회적 상호작용과 구

매 의도를 매개할 것이다.
채택

가설 3-3
관계 품질은 준사회적 상호작용과 구

전 의도를 매개할 것이다.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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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이 제시되지 않은 브랜드 메시지 간의 차이가 없어 답글만이 유의미

한 영향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 관계 형성에 미치는

좋아요의 영향은 미미한 것이다.

2010년 도입된 좋아요는 타인의 의견에 공감을 표현함으로써 페이스

북이 정보 생산에 그치지 않고 관계 생산 기능까지 수행하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게 하였다(한국일보, 2012).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타인에 대

해 공감을 표현할 수 있는 좋아요는 대인적 교류가 사라져가는 현 시대

에 요긴한 소통의 도구라고 이야기 되어왔다. 그러나 연구 결과에 따르

면 좋아요는 개인의 공감을 표현하는 도구는 될 수 있지만 그 상대로 하

여금 진정한 공감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만들어내기는 부족했다. 다시

말해 좋아요와 댓글은 상대에 대한 반응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상호작용

성을 공통적으로 띠고 있지만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상돈 외(2015)는 좋아요와 댓글이라는 반응이 구현되는 방식 자체

가 다르듯 그로 인해 얻는 사회적 지지도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페이스북 이용자는 좋아요, 댓글을 상이한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었다. 본인의 게시글에 대해 타인이 단 댓글의 경

우에는 평가적 지지보다 정서적, 정보적 지지를 많이 느끼는데 반해 좋

아요의 경우에는 정보적 지지를 가장 많이 느끼고, 그 다음이 정서적, 평

가적 지지 순이었다. 이때 정서적 지지는 상대에 대한 공감이나 관심, 동

정, 배려를 나타내는 것으로 댓글이 좋아요보다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댓글은 강한 유대를 기반으로 하는데 반해 좋아요는

약한 유대를 바탕으로 한다고 설명되었다.

그 원인으로는 첫째, 댓글이 좋아요보다 브랜드의 자기 노출 정도가

높기 때문이다. 이은선 외(2013)는 브랜드 팬페이지에서 페이스북 이용

자가 인식하는 브랜드의 자기 노출 정도가 높을수록 해당 팬페이지에 대

한 우호적인 태도가 형성되고, 궁극적으로 해당 팬페이지의 팬이 되고자

하는 이용자의 의도 또한 높아지는 것을 발견했다. 엄지 모양을 나타내

는 좋아요보다 메시지에 대한 상대의 생각 등을 나타내는 댓글은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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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댓글은 해당 팬페이지에 대한

더 우호적인 태도와 강한 유대감을 느끼게 만든다.

둘째, 댓글의 개인화 정도가 더 높기 때문이다. 이성준(2014)은 소비

자에게 개별적으로 적합한 광고를 제공한다는 페이스북 이용자의 인식이

높을수록 페이스북 광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되는 것을 발견했

다. 그런 점에서 소비자의 개인적인 피드백에 맞춤형 글을 다는 댓글이

동일한 이미지를 제시하는 좋아요보다 개인화 정도가 높아 더 강한 친밀

감을 야기한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제품 판매 의도를 의심하게 만드는 상업적 환경에서 버튼을 누

르는 행동만으로 소비자가 진정한 공감과 친밀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러므로 소통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요하

는 댓글 달기와 같은 행동을 취할 때에야 브랜드는 소비자와 관계를 형

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후자의 경우 브랜드 팬페이지의 메시지 내용에서 판매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는 홍보와 그렇지 않은 일상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페이스북

이 브랜드 마케팅 채널로 상용화되기 시작한 것이 비교적 얼마 되지 않

은 국내의 경우 브랜드 메시지는 정보 전달 기능에 치중해 있으며,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임지은ㆍ황장선, 2014; 황장선ㆍ임지은,

2013). 그러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메시지 내용 자체가 브랜드에 대한

친밀감을 높여 구매 등의 행동을 야기하지 못하였다. 물론 조작 점검에

서 한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는 결과(p<0.1 수준)가 나왔기 때

문에 엄밀하게 목적의 명확성에 따른 메시지 내용이 미치는 효과를 판별

해낼 수 없었다. 하지만 소비자와 브랜드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메시지

내용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취지를 살려 조작이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하고 해당 결과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메시지 내용의 효과는 페이스북 또는 브랜드 팬페이지를 이용하는 소

비자의 동기와 밀접하다. 실험 참여자의 응답에 따르면 페이스북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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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가장 큰 동기는 정보나 지식 공유(25.1%)였다. 그 다음으로는 친교

및 교제(21.0%), 개인적 관심사 공유(19.0%), 취미 및 여가 활동(15.3%)

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많았다. 응답을 보면 가장 높은 동기로 꼽힌 것은

업무적 목적과 연관된 정보 습득으로 비교적 목적의 명확성이 뚜렷하다

고 할 수 있지만, 과반 수 이상이 목적의 명확성 없이 사회적 동기로 페

이스북을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실험 참여자는 브랜드

팬페이지에 대해서는 브랜드 및 브랜드의 특정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거

나 프로모션 이벤트 등에 참여하려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해당 팬페이

지를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44.7%가 정보 획득을 위해 브

랜드 팬페이지를 이용한다고 했으며, 그 다음이 타인과의 공유(23.3%),

경제적 혜택(20.6%) 순이었다. 다시 말해 페이스북이라는 매체 자체에

바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일상 메시지이지만, 브

랜드 팬페이지에 바라는 것은 브랜드에 대한 정보가 담긴 홍보 메시지인

것이다. 그러므로 페이스북이라는 매체 내에서 브랜드 팬페이지를 접하

는 이용자는 두 가지 내용의 메시지를 소비하려는 욕구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상과 홍보라는 메시지 내용에 따른 효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와 브랜드 관계에서 상호작용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함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친밀감을

통해 브랜드 팬페이지 방문, 브랜드 및 제품 구매, 나아가 브랜드 메시지

를 전달하고 브랜드 팬페이지 및 브랜드를 추천하는 충성스런 행동을 이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강조되는 것이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소비자

와 브랜드의 친밀한 관계는 관계 품질을 매개로 방문, 구매, 구전 의도를

야기하고 있었다. 이때 주목할 것은 브랜드에 대한 친밀감이 구매 의도

에 영향을 미치는데 관계 품질이 완전 매개 효과를 가졌다는 것이다. 그

러나 관계 품질을 세분화하여 살펴본 결과 브랜드에 대한 만족, 브랜드

와의 관계 품질, 만족만이 준사회적 상호작용과 구매 의도 사이를 완전

매개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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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에 대해 첫 번째로 생각해볼 것은 관계를 맺는 대상이 팬

페이지 및 페북지기가 아니라 브랜드 자체라는 것이다. 팬페이지를 방문

하거나 팬페이지에 게시된 브랜드 메시지 및 브랜드에 대해 입소문을 퍼

뜨리는 것에 있어 대상 간의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구매 의도는 제품에

대한 비용 지불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팬페이지 및 페북지기인지 또는

브랜드인지가 매개 효과에 있어 차이를 가졌다. 구매를 하는 브랜드와

관련된 직접적인 관계 품질 및 만족의 영향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브

랜드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매개 변수만이 완전 매개 효과를 가졌다.

두 번째로 구매에 있어 신뢰보다 만족이 더 중요하게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무리 브랜드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갖고 있다하

더라도 현재 경험한 관계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면 구매까지 가지 못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비용 지불을 내포하고 있는 구매 의도에는 미래

에 대한 신뢰보다 현재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인 만족이 더 중요하게 작

용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만족이 신뢰보다 선행한다는 설명(이민우,

2003)은 만족의 중요성을 십분 나타낸다.

세 번째로는 같은 차원에서 측정한 행동 의도인 구매 의도와 방문,

구전 의도가 별개로 작동하는 다른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기존연구에

서는 구매보다 구전 의도를 소비자의 더 강력한 충성스런 행동을 나타내

는 지표로 설정하고 있었다(Aaker, 1991; Oliver, 1999). 구매만으로는 소

비자의 브랜드 충성도를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애착을 토대로 나타나는

추천 등의 행동을 제시한 것이다. 실제 준사회적 상호작용이 가지는 설

명력은 구전(73.2%), 구매(71.2%), 방문(71.1%) 의도 순으로 컸다. 그러

나 연구 결과를 보면 준사회적 상호작용과의 관계에서 구전 의도는 관계

를 맺는 대상과 관계 품질 유형에 따른 영향의 차이가 없었으나 구매 의

도에서는 브랜드와 브랜드가 아닌 것, 만족과 만족이 아닌 것의 영향 차

이가 있었다. 이때 관계를 맺는 대상으로 브랜드는 충성스런 행동을 보

이는 본질적인 주체라는 점에서, 관계 품질 유형으로 만족은 실제 이용

경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매 의도가 여전히 무엇보다 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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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충성도를 잘 담아내는 유의미한 지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본 연구의 의의에 대해 살펴보겠다. 첫째, 본 연구는 브랜

드 팬페이지를 활용한 광고 효과를 높이는 방법을 탐구함으로써 실무적

인 마케팅 전략 수립에 유용한 제언을 제공한다. 브랜드 팬페이지를 대

상으로 변수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혀내기 위한 실증적 연구를 진행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브랜드 팬페이지가 관계 마케

팅 채널로 각광받고 있음에도 실증적 연구는 미미했으며, 대부분이 기술

적 연구였다(김현아 외, 2016; 이수범ㆍ김남이, 2012; 이영주ㆍ김성계,

2013; 이은선ㆍ김미경, 2012; 임지은ㆍ황장선, 2014; 황장선ㆍ임지은,

2013). 실증적 연구라도 브랜드 팬페이지 이용 경험을 떠올리며 설문에

응답하게 하여 인과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를 가졌다(박경인ㆍ조창환,

2015; 이경렬ㆍ정선호, 2013; 이경렬ㆍ정수민, 2013). 그래서 본 연구는

기존연구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준사회적 상호작용을 야기하는 요인이 처

치된 브랜드 팬페이지를 구성하여 팬페이지 또는 페북지기에 대한 친밀

감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냈다.

둘째, 본 연구는 준사회적 상호작용 야기하는 요인으로 상호작용성을

제시하며 기존에 논의되던 상호작용성의 한계를 보완했다. 구체적으로

미디어 기술 차원 상호작용성의 경우,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하는 두 대상

중 한 대상의 행동만을 고려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만을 가정하고 있었다(Chua & Banerjee, 2015;

Thorson & Rodgers, 2006). 그러나 라파엘리(Rafaeli, 1988)에 따르면 상

호작용성은 브랜드 메시지에 대해 피드백을 남길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

는 것이 아니라 실제 피드백이 발생하고, 그 피드백에 대한 브랜드 반응

까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브랜드 팬페이지에 ‘주고 받

고 주는’ 3회 이상의 커뮤니케이션이 실제 이뤄지는 상황을 나타내었다.

또한 페이스북의 좋아요와 답글은 암묵적으로 상호작용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가정되고 있었다(이경렬ㆍ정수민, 2013; 이상돈 외, 2015; 이은선

외, 2013; 정예림 외, 2013; 황장선ㆍ임지은, 2013). 그래서 조작 점검을



- 78 -

통해 페이스북 이용자가 좋아요와 답글의 상호작용성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

텍스트 전략 차원의 상호작용성의 경우, 메시지 형식만이 논의되고

있었다(Labrecque, 2014; Thorson & Rodgers, 2006; Trammell et al.,

2006). 그래서 본 연구는 메시지 형식에서 나아가 메시지 내용을 제시하

며, 메시지 내용이 준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적으로 살펴

보고자 하였다. 특히 이를 구분하는데 있어 실제 브랜드 팬페이지에 활

용되고 있는 메시지 내용 유형(이은선ㆍ김미경, 2012; 황장선ㆍ임지은,

2013)을 적용하여 연구의 실용성을 높였다.

살펴본 것처럼 브랜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소비자의 충성스런

행동을 필요로 한다. 브랜드 팬페이지 상에서 충성스런 행동은 소비자

피드백에 대한 브랜드의 진정한 응답이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러나 진정

한 응답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뿐 충성스런 행동을 야기하기 위해서는

그 관계에 대한 만족과 신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브랜드와

소비자 관계를 관리하는 마케터에게는 단발성의 노력을 요하는 응답도

필요하지만 소비자의 만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소비자와 소통하고 그

의견을 수용해가는 장기적인 노력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관계가 유

동적인 것처럼, 대인 관계가 아닌 소비자와 브랜드 관계도 한 순간에 좋

아질 수도, 나빠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지금의 관계 좋거나 그렇지 않거

나에 상관없이 항상 소비자의 의견에 유념하며 진정한 소통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의 한계 및 제언으로는 우선 독립변수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미디어 기술 차원 상호작용성의 경우 연구 진행의 어려움으

로 실험 참여자는 직접 미디어 기술 차원을 경험하지 못했다. 물론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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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메시지에 댓글을 남긴 소비자라고 본인을 가정해달라는 첨언을 하였

지만 경험과 가정은 엄연히 다르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실험 참

여자가 브랜드 팬페이지에 직접 피드백을 달게 한 다음 이에 실시간으로

브랜드 반응을 제시하여 그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미디어 기술 차원에서 댓글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가졌듯이 후

속 연구에서는 상호작용성을 구현하는 미디어 기술 유형의 비교가 아니

라 댓글의 많고 적음에 따라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상호작용성의 증가가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만을 가지는 것이 아

니라는 기존연구(Chua & Banerjee, 2015)를 고려할 때, 같은 유형의 상

호작용성이 극대화됨에 따라 그 영향이 어떤 방향으로 작동하는지 살펴

보는 것도 매우 유의미할 것이다.

셋째, 텍스트 전략 차원 상호작용성의 경우 메시지 내용이 제대로 조

작되지 못했다. 유의확률이 0.089로 0.1의 유의도 수준에서 한계적으로나

마 유의미했다. 그러므로 일상과 홍보 메시지의 조작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 나아가 정보적 메시지,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와 그렇지 않은

메시지 등의 비교를 통해 소비자와 브랜드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메시지 내용을 탐구하는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경렬과

정선호(2013)에서 브랜드 팬페이지에 대한 페이스북 이용자의 진정성 인

식이 브랜드에 대한 동일시를 통해 소비자와 브랜드 관계, 브랜드 자산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처럼 진정성 있는 메시지에 대한 연구도 필

요하겠다. 더욱 정교하게는 메시지 내용과 더불어 형식 측면에서 대화,

설득 등의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어떤 상이한 효과를 갖는지 살펴보는 것

도 좋은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기술과 메시지 내용 차원의 상호작용성

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지만 이용자 특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이미

형성된 페이스북 이용자의 특성 또한 소비자와 브랜드 관계, 브랜드 자

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기존연구에서 언급된 제품 구

매 정도(정예림 외, 2013), 사회적 연결감(이은선 외, 2013), 정체성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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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태ㆍ이은영, 2015) 등을 고려할 수 있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에

어코리아(Air Korea)’라는 대형 항공사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FCB 그리

드 모델에 따른 유형 구분(이수범ㆍ김남이, 2012)이나 내구재, 비내구재,

서비스(황장선ㆍ임지은, 2013) 등에 따라 광고 전략이 다르듯 브랜드 및

제품 유형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연구의 전반적인 한계 및 제언으로는 첫째, 실험 과정에서 ‘에어코리

아(Air Korea)’라는 가상의 항공사를 사용한 것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실제 항공사를 사용하여 브랜드 메시지를 제시할 경우, 실험 참여자가

기존에 형성하고 있던 해당 항공사에 대한 애착이나 구매 및 이용 정도

등의 가외변수를 통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가상의 항공사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가상의 항공사를 사용하는 것은 실험 결과를 현실로 일반화할 수

있는 가능성, 외적 타당도(External Validity)의 저해를 낳는다(Babbie,

2007). 구체적으로 외적 타당도의 하위 차원인 실험 환경의 부자연스러

움으로 인한 생태학적 타당도(Ecological Validity)가 저해되었다고 볼 수

있다(국립특수교육원, 2009). 다시 말해 실재하지 않는 ‘에어코리아(Air

Korea)’의 부자연스러운 브랜드 이미지 등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실제 항공사를 사용하되 독립변

수와 가외변수의 영향을 함께 측정하여 분석에서 그 영향을 제외하는 방

식으로 실험을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준사회적 상호작용과 관계 품질, 행동 의도 간의 관계는 설문에

의해 살펴보았다. 연구모형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상호작용성은 실험 처

치물로 나타내었기 때문에 미디어 기술 및 텍스트 전략 차원의 상호작용

성과 준사회적 상호작용의 인과관계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

나 뒷부분에 해당하는 준사회적 상호작용과 관계 품질, 행동 의도는 모

두 설문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명확한 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는 한

계를 가졌다. 준사회적 상호작용과 관계 품질은 종래에 인지적으로 측정

되어 실제 나타내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준사회

적 상호작용과 관계 품질을 실증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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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와 브랜드 관계는 일회의 상호작용 또는 실험으로

살펴보기가 힘들다. 그럼에도 시간과 비용 등의 제약으로 본 연구는 일

회의 실험이 소비자와 브랜드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앞으로 일정 기간에 걸쳐 실험 처치물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살펴보는

종단적 연구를 수행한다면 처치된 요인에 의한 결과를 더 명확하고, 정

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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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표] 팬페이지/페북지기 만족의 부분 매개

: 준사회적 상호작용-방문 의도

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B(β) t B(β) t B(β) t

상수 1.006 5.491** .411 2.035* .079 .394

성별
-.093

(-.063)
-1.917

-.029

(-.019)
-.535

.002

(.001)
.040

연령
-.005

(-.087)
-2.306*

.003

(.042)
1.049

.005

(.070)
1.805

학력
.013

(.020)
.596

.041

(.064)
1.734

.037

(.057)
1.627

소득
.007

(.016)
.414

-.024

(-.059)
-1.381

-.026

(-.064)
-1.575

페이스북

이용량

.004

(.006)
.157

.092

(.127)
3.296**

.091

(.126)
3.399**

항공사

관심

-.066

(-.114)
-3.183**

.004

(.008)
.195

.026

(.044)
1.183

준사회적

상호작용

.884

(.820)
22.915**

.786

(.711)
18.459**

.494

(.447)
7.607**

팬페이지

만족

.330

(.322)
5.762**

F 변화량 525.109** 340.746** 33.196**

자유도 1, 339 1, 339 1, 338

R2 .649 .594 .630

(* p<0.05, ** p<0.01)



- 91 -

[표] 팬페이지/페북지기 만족의 부분 매개

: 준사회적 상호작용-구매 의도

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B(β) t B(β) t B(β) t

상수 1.006 5.491** 1.178 6.325** .800 4.422**

성별
-.093

(-.063)
-1.917

-.032

(-.024)
-.641

.003

(.003)
.073

연령
-.005

(-.087)
-2.306*

.000

(.003)
.061

.002

(.039)
.974

학력
.013

(.020)
.596

.028

(.051)
1.287

.024

(.042)
1.146

소득
.007

(.016)
.414

8.302E-5

(.000)
.005

-.002

(-.007)
-.159

페이스북

이용량

.004

(.006)
.157

.045

(.073)
1.758

.044

(.070)
1.827

항공사

관심

-.066

(-.114)
-3.183**

-.048

(-.094)
-2.278*

-.023

(-.045)
-1.165

준사회적

상호작용

.884

(.820)
22.915**

.678

(.712)
17.268**

.345

(.362)
5.918**

팬페이지

만족

.376

(.426)
7.321**

F 변화량 525.109** 298.180** 53.592**

자유도 1, 339 1, 399 1, 338

R2 .649 .534 .589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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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팬페이지/페북지기 만족의 부분 매개

: 준사회적 상호작용-구전 의도

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B(β) t B(β) t B(β) t

상수 1.006 5.491** .670 4.008** .387 2.327*

성별
-.093

(-.063)
-1.917

-.037

(-.027)
-.832

-.011

(-.008)
-.251

연령
-.005

(-.087)
-2.306*

-.001

(-.019)
-.526

.000

(.007)
.194

학력
.013

(.020)
.596

.007

(.013)
.370

.004

(.006)
.196

소득
.007

(.016)
.414

.006

(.025)
.646

.008

(.020)
.544

페이스북

이용량

.004

(.006)
.157

.106

(.163)
4.596**

.105

(.161)
4.733**

항공사

관심

-.066

(-.114)
-3.183**

.003

(.005)
.154

.022

(.040)
1.176

준사회적

상호작용

.884

(.820)
22.915**

.730

(.732)
20.704**

.480

(.482)
8.962**

팬페이지

만족

.282

(.305)
5.967**

F 변화량 525.109** 428.642** 35.605**

자유도 1, 339 1, 339 1, 338

R2 .649 .657 .690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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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팬페이지/페북지기 신뢰의 부분 매개

: 준사회적 상호작용-방문 의도

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B(β) t B(β) t B(β) t

상수 .940 5.993** .411 2.035* .163 .784

성별
.031

(.023)
.733

-.029

(-.019)
-.535

-.037

(-.024)
-.698

연령
.000

(.006)
.175

.003

(.042)
1.049

.003

(.041)
1.033

학력
-.026

(-.046)
-1.391

.041

(.064)
1.734

.048

(.075)
2.053*

소득
-.023

(-.064)
-1.697

-.024

(-.059)
-1.381

-.018

(-.044)
-1.051

페이스북

이용량

.058

(.093)
2.693**

.092

(.127)
3.296**

.077

(.106)
2.770**

항공사

관심

.011

(.021)
.620

.004

(.008)
.195

.002

(.003)
.069

준사회적

상호작용

.750

(.781)
22.712**

.786

(.711)
18.459**

.588

(.532)
8.872**

팬페이지

신뢰

.264

(.229)
3.844**

F 변화량 515.835** 340.746** 14.777**

자유도 1, 339 1, 339 1, 338

R2 .676 .594 .611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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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팬페이지/페북지기 신뢰의 부분 매개

: 준사회적 상호작용-구매 의도

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B(β) t B(β) t B(β) t

상수 .940 5.993** 1.178 6.325** .880 4.657**

성별
.031

(.023)
.733

-.032

(-.024)
-.641

-.041

(-.032)
-.866

연령
.000

(.006)
.175

.000

(.003)
.061

3.334E-5

(.001)
.014

학력
-.026

(-.046)
-1.391

.028

(.051)
1.287

.037

(.066)
1.712

소득
-.023

(-.064)
-1.697

8.302E-5

(.000)
.005

.007

(.021)
.472

페이스북

이용량

.058

(.093)
2.693**

.045

(.073)
1.758

.027

(.043)
1.067

항공사

관심

.011

(.021)
.620

-.048

(-.094)
-2.278*

-.051

(-.101)
-2.530*

준사회적

상호작용

.750

(.781)
22.712**

.678

(.712)
17.268**

.440

(.462)
7.316**

팬페이지

신뢰

.317

(.319)
5.084**

F 변화량 515.835** 298.180** 25.846**

자유도 1, 339 1, 339 1, 338

R2 .676 .534 .568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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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팬페이지/페북지기 신뢰의 부분 매개

: 준사회적 상호작용-구전 의도

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B(β) t B(β) t B(β) t

상수 .940 5.993** .670 4.008** .382 2.265*

성별
.031

(.023)
.733

-.037

(-.027)
-.832

-.046

(-.034)
-1.087

연령
.000

(.006)
.175

-.001

(-.019)
-.526

-.001

(-.021)
-.600

학력
-.026

(-.046)
-1.391

.007

(.013)
.370

.015

(.026)
.801

소득
-.023

(-.064)
-1.697

.009

(.025)
.646

.016

(.044)
1.177

페이스북

이용량

.058

(.093)
2.693**

.106

(.163)
4.596**

.088

(.136)
3.942**

항공사

관심

.011

(.021)
.620

.003

(.005)
.154

.000

(-.001)
-.025

준사회적

상호작용

.750

(.781)
22.712**

.730

(.732)
20.704**

.499

(.501)
9.304**

팬페이지

신뢰

.307

(.296)
5.521**

F 변화량 515.835** 428.642** 30.481**

자유도 1, 339 1, 339 1, 338

R2 .676 .657 .686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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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브랜드 만족의 부분 매개: 준사회적 상호작용-방문 의도

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B(β) t B(β) t B(β) t

상수 .962 6.587** .411 2.035* -.245 -1.308

성별
-.026

(-.019)
-.666

-.029

(-.019)
-.535

-.011

(-.007)
-.237

연령
-.003

(-.050)
-1.529

.003

(.042)
1.049

.005

(.073)
2.060*

학력
-.014

(-.024)
-.799

.041

(.064)
1.734

.051

(.079)
2.439*

소득
-.004

(-.011)
-.321

-.024

(-.059)
-1.381

-.022

(-.052)
-1.404

페이스북

이용량

.011

(.017)
.537

.092

(.127)
3.296**

.085

(.117)
3.476**

항공사

관심

-.027

(-.050)
-1.606

.004

(.008)
.195

.023

(.038)
1.127

준사회적

상호작용

.846

(.861)
27.478**

.786

(.711)
18.459**

.210

(.190)
3.144**

브랜드

만족

.682

(.605)
10.408**

F 변화량 755.048** 340.746** 108.316**

자유도 1, 339 1, 339 1, 338

R2 .731 .594 .692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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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브랜드 만족의 부분 매개: 준사회적 상호작용-구전 의도

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B(β) t B(β) t B(β) t

상수 .962 6.587** .670 4.008** .050 .342

성별
-.026

(-.019)
-.666

-.037

(-.027)
-.832

-.020

(-.015)
-.552

연령
-.003

(-.050)
-1.529

-.001

(-.019)
-.526

.001

(.012)
.403

학력
-.014

(-.024)
-.799

.007

(.013)
.370

.016

(.028)
.990

소득
-.004

(-.011)
-.321

.009

(.025)
.646

.012

(.032)
.998

페이스북

이용량

.011

(.017)
.537

.106

(.163)
4.596**

.099

(.152)
5.184**

항공사

관심

-.027

(-.050)
-1.606

.003

(.005)
.154

.020

(.037)
1.273

준사회적

상호작용

.846

(.861)
27.478**

.730

(.732)
20.704**

.185

(.185)
3.523**

브랜드

만족

.644

(.635)
12.518**

F 변화량 755.048** 428.642** 156.695**

자유도 1, 339 1, 339 1, 338

R2 .731 .657 .766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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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브랜드 신뢰의 부분 매개: 준사회적 상호작용-방문 의도

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B(β) t B(β) t B(β) t

상수 1.405 8.605** .411 2.035* -.253 -1.224

성별
-.016

(-.014)
-.376

-.029

(-.019)
-.535

-.021

(-.014)
-.423

연령
-.002

(-.031)
-.752

.003

(.042)
1.049

.003

(.054)
1.422

학력
-.008

(-.016)
-.416

.041

(.064)
1.734

.045

(.070)
2.044*

소득
.001

(.004)
.084

-.024

(-.059)
-1.381

-.025

(-.060)
-1.527

페이스북

이용량

.022

(.038)
.966

.092

(.127)
3.296**

.082

(.113)
3.158**

항공사

관심

-.041

(-.088)
-2.244*

.004

(.008)
.195

.024

(.040)
1.128

준사회적

상호작용

.661

(.756)
19.195**

.786

(.711)
18.459**

474

(.429)
8.325**

브랜드

신뢰

.473

(.373)
7.593**

F 변화량 368.464** 340.746** 57.654**

자유도 1, 339 1, 339 1, 338

R2 .575 .594 .653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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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브랜드 신뢰의 부분 매개: 준사회적 상호작용-구매 의도

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B(β) t B(β) t B(β) t

상수 1.405 8.605** 1.178 6.325** .466 2.525*

성별
-.016

(-.014)
-.376

-.032

(-.024)
-.641

-.023

(-.018)
-.528

연령
-.002

(-.031)
-.752

.000

(.003)
.061

.001

(.017)
.440

학력
-.008

(-.016)
-.416

.028

(.051)
1.287

.032

(.058)
1.640

소득
.001

(.004)
.084

8.302E-5

(.000)
.005

-.001

(-.001)
-.036

페이스북

이용량

.022

(.038)
.966

.045

(.073)
1.758

.034

(.055)
1.480

항공사

관심

-.041

(-.088)
-2.244*

-.048

(-.094)
-2.278*

-.027

(-.053)
-1.417

준사회적

상호작용

.661

(.756)
19.195**

.678

(.712)
17.268**

.343

(.360)
6.740**

브랜드

신뢰

.507

(.465)
9.124**

F 변화량 368.464** 298.180** 83.249**

자유도 1, 339 1, 339 1, 338

R2 .575 .534 .626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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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브랜드 신뢰의 부분 매개: 준사회적 상호작용-구전 의도

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B(β) t B(β) t B(β) t

상수 1.405 8.605** .670 4.008** -.043 -.267

성별
-.016

(-.014)
-.376

-.037

(-.027)
-.832

-.029

(-.021)
-.743

연령
-.002

(-.031)
-.752

-.001

(-.019)
-.526

.000

(-.006)
-.176

학력
-.008

(-.016)
-.416

.007

(.013)
.370

.011

(.020)
.663

소득
.001

(.004)
.084

.009

(.025)
.646

.009

(.024)
.695

페이스북

이용량

.022

(.038)
.966

.106

(.163)
4.596**

.095

(.146)
4.727**

항공사

관심

-.041

(-.088)
-2.244*

.003

(.005)
.154

.024

(.045)
1.445

준사회적

상호작용

.661

(.756)
19.195**

.730

(.732)
20.704**

.394

(.396)
8.905**

브랜드

신뢰

.507

(.445)
10.491**

F 변화량 368.464** 428.642** 110.069**

자유도 1, 339 1, 339 1, 338

R2 .575 .657 .742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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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팬페이지/페북지기 관계 품질의 부분 매개

: 준사회적 상호작용-방문 의도

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B(β) t B(β) t B(β) t

상수 .973 7.181** .411 2.035* -.054 -.263

성별
-.031

(-.024)
-.872

-.029

(-.019)
-.535

-.014

(-.009)
-.269

연령
-.003

(-.046)
-1.457

.003

(.042)
1.049

.004

(.061)
1.593

학력
-.006

(-.012)
-.402

.041

(.064)
1.734

.045

(.069)
1.963

소득
-.008

(-.023)
-.702

-.024

(-.059)
-1.381

-.020

(-.049)
-1.218

페이스북

이용량

.031

(.050)
1.665

.092

(.127)
3.296**

.077

(.107)
2.899**

항공사

관심

-.027

(-.054)
-1.793

.004

(.008)
.195

.018

(.030)
.808

준사회적

상호작용

.817

(.862)
28.637**

.786

(.711)
18.459**

.395

(.357)
5.289**

팬페이지

관계 품질

.478

(.410)
6.223**

F 변화량 820.058** 340.746** 38.726**

자유도 1, 339 1, 339 1, 338

R2 .752 .594 .636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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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팬페이지/페북지기 관계 품질의 부분 매개

: 준사회적 상호작용-구매 의도

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B(β) t B(β) t B(β) t

상수 .973 7.181** 1.178 6.325** .637 3.480**

성별
-.031

(-.024)
-.872

-.032

(-.024)
-.641

-.014

(-.011)
-.315

연령
-.003

(-.046)
-1.457

.000

(.003)
.061

.002

(.028)
.707

학력
-.006

(-.012)
-.402

.028

(.051)
1.287

.032

(.057)
1.582

소득
-.008

(-.023)
-.702

8.302E-5

(.000)
.005

.005

(.013)
.315

페이스북

이용량

.031

(.050)
1.665

.045

(.073)
1.758

.028

(.045)
1.180

항공사

관심

-.027

(-.054)
-1.793

-.048

(-.094)
-2.278*

-.033

(-.064)
-1.687

준사회적

상호작용

.817

(.862)
28.637**

.678

(.712)
17.268**

.223

(.234)
3.359**

팬페이지

관계 품질

.556

(.554)
8.128**

F 변화량 820.058** 298.180** 66.063**

자유도 1, 339 1, 339 1, 338

R2 .752 .534 .611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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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팬페이지/페북지기 관계 품질의 부분 매개

: 준사회적 상호작용-구전 의도

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B(β) t B(β) t B(β) t

상수 .973 7.181** .670 4.008** .220 1.319

성별
-.031

(-.024)
-.872

-.037

(-.027)
-.832

-.022

(-.017)
-.544

연령
-.003

(-.046)
-1.457

-.001

(-.019)
-.526

4.519E-5

(.001)
.023

학력
-.006

(-.012)
-.402

.007

(.013)
.370

.010

(.018)
.562

소득
-.008

(-.023)
-.702

.009

(.025)
.646

.013

(.036)
.979

페이스북

이용량

.031

(.050)
1.665

.106

(.163)
4.596**

.092

(.141)
4.260**

항공사

관심

-.027

(-.054)
-1.793

.003

(.005)
.154

.016

(.029)
.886

준사회적

상호작용

.817

(.862)
28.637**

.730

(.732)
20.704**

.351

(.352)
5.803**

팬페이지

관계 품질

.463

(.441)
7.411**

F 변화량 820.058** 428.642** 55.364**

자유도 1, 339 1, 339 1, 338

R2 .752 .657 .706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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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브랜드 관계 품질의 부분 매개: 준사회적 상호작용-방문 의도

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B(β) t B(β) t B(β) t

상수 1.184 8.727** .411 2.035* -.462 -2.374*

성별
-.021

(-.017)
-.585

-.029

(-.019)
-.535

-.013

(-.009)
-.282

연령
-.002

(-.043)
-1.276

.003

(.042)
1.049

.004

(.068)
1.927

학력
-.011

(-.021)
-.681

.041

(.064)
1.734

.050

(.076)
2.378*

소득
-.001

(-.004)
-.122

-.024

(-.059)
-1.381

-.023

(-.056)
-1.518

페이스북

이용량

.016

(.028)
.870

.092

(.127)
3.296**

.080

(.111)
3.288**

항공사

관심

-.034

(-.071)
-2.216*

.004

(.008)
.195

.030

(.050)
1.474

준사회적

상호작용

.753

(.849)
26.352**

.786

(.711)
18.459**

.231

(.208)
3.563**

브랜드

관계 품질

.738

(.592)
10.475**

F 변화량 694.407** 340.746** 109.736**

자유도 1, 339 1, 339 1, 338

R2 .716 .594 .693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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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브랜드 관계 품질의 부분 매개: 준사회적 상호작용-구전 의도

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B(β) t B(β) t B(β) t

상수 1.184 8.727** .670 4.008** -.207 -1.401

성별
-.021

(-.017)
-.585

-.037

(-.027)
-.832

-.021

(-.016)
-.600

연령
-.002

(-.043)
-1.276

-.001

(-.019)
-.526

.001

(.009)
.301

학력
-.011

(-.021)
-.681

.007

(.013)
.370

.015

(.026)
.974

소득
-.001

(-.004)
-.122

.009

(.025)
.646

.010

(.028)
.899

페이스북

이용량

.016

(.028)
.870

.106

(.163)
4.596**

.094

(.145)
5.084**

항공사

관심

-.034

(-.071)
-2.216*

.003

(.005)
.154

.028

(.053)
1.845

준사회적

상호작용

.753

(.849)
26.352**

.730

(.732)
20.704**

.171

(.172)
3.476**

브랜드

관계 품질

.741

(.660)
13.840**

F 변화량 694.407** 428.642** 191.532**

자유도 1, 339 1, 339 1, 338

R2 .716 .657 .781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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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만족의 부분 매개: 준사회적 상호작용-방문 의도

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B(β) t B(β) t B(β) t

상수 .984 6.958** .411 2.035* -.219 -1.132

성별
-.060

(-.044)
-1.585

-.029

(-.019)
-.535

.009

(.006)
.195

연령
-.004

(-.072)
-2.282*

.003

(.042)
1.049

.005

(.084)
2.296*

학력
.000

(-.001)
-.027

.041

(.064)
1.734

.042

(.064)
1.950

소득
.001

(.003)
.102

-.024

(-.059)
-1.381

-.025

(-.061)
-1.594

페이스북

이용량

.007

(.012)
.379

.092

(.127)
3.296**

.087

(.121)
3.490**

항공사

관심

-.046

(-.087)
-2.891**

.004

(.008)
.195

.034

(.057)
1.645

준사회적

상호작용

.865

(.878)
29.032**

.786

(.711)
18.459**

.232

(.210)
3.260**

만족
.641

(.570)
9.215**

F 변화량 842.840** 340.746** 84.924**

자유도 1, 339 1, 339 1, 338

R2 .749 .594 .675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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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만족의 부분 매개: 준사회적 상호작용-구전 의도

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B(β) t B(β) t B(β) t

상수 .984 6.958** .670 4.008** .099 .637

성별
-.060

(-.044)
-1.585

-.037

(-.027)
-.832

-.002

(-.002)
-.062

연령
-.004

(-.072)
-2.282*

-.001

(-.019)
-.526

.001

(.022)
.676

학력
.000

(-.001)
-.027

.007

(.013)
.370

.008

(.013)
.440

소득
.001

(0.03)
.102

.009

(.025)
.646

.009

(.023)
.683

페이스북

이용량

.007

(.012)
.379

.106

(.163)
4.596**

.102

(.157)
5.052**

항공사

관심

-.046

(-.087)
-2.891**

.003

(.005)
.154

.030

(.056)
1.780

준사회적

상호작용

.865

(.878)
29.032**

.730

(.732)
20.704**

.228

(.228)
3.965**

만족
.580

(.574)
10.351**

F 변화량 842.840** 428.642** 107.146**

자유도 1, 339 1, 399 1, 388

R2 .749 .657 .740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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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신뢰의 부분 매개: 준사회적 상호작용-방문 의도

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B(β) t B(β) t B(β) t

상수 1.173 8.742** .411 2.035* -.211 -1.005

성별
.007

(.006)
.199

-.029

(-.019)
-.535

-.032

(-.022)
-.646

연령
-.001

(-.012)
-.355

.003

(.042)
1.049

.003

(.047)
1.252

학력
-.017

(-.034)
-1.066

.041

(.064)
1.734

.050

(.078)
2.246*

소득
-.011

(-.034)
-.941

-.024

(-.059)
-1.381

-.018

(-.045)
-1.119

페이스북

이용량

.040

(.071)
2.162*

.092

(.127)
3.296**

.071

(.098)
2.685**

항공사

관심

-.015

(-.033)
-1.004

.004

(.008)
.195

.013

(.021)
.584

준사회적

상호작용

.706

(.819)
24.962**

.786

(.711)
18.459**

.412

(.372)
6.125**

신뢰
.531

(.413)
6.915**

F 변화량 623.114** 340.746** 47.813**

자유도 1, 339 1, 339 1, 338

R2 .705 .594 .644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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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신뢰의 부분 매개: 준사회적 상호작용-구매 의도

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B(β) t B(β) t B(β) t

상수 1.173 8.742** 1.178 6.325** .484 2.590*

성별
.007

(.006)
.199

-.032

(-.024)
-.641

-.036

(-.028)
-.801

연령
-.001

(-.012)
-.355

.000

(.003)
.061

.001

(.009)
.234

학력
-.017

(-.034)
-1.066

.028

(.051)
1.287

.038

(.069)
1.919

소득
-.011

(-.034)
-.941

8.302E-5

(.000)
.005

.007

(.018)
.448

페이스북

이용량

.040

(.071)
2.162*

.045

(.073)
1.758

.021

(.035)
.917

항공사

관심

-.015

(-.033)
-1.004

-.048

(-.094)
-2.278*

-.039

(-.076)
-2.039*

준사회적

상호작용

.706

(.819)
24.962**

.678

(.712)
17.268**

.260

(.273)
4.340**

신뢰
.592

(.536)
8.668**

F 변화량 623.114** 298.180** 75.127**

자유도 1, 339 1, 339 1, 338

R2 .705 .534 .619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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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신뢰의 부분 매개: 준사회적 상호작용-구전 의도

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B(β) t B(β) t B(β) t

상수 1.173 8.742** .670 4.008** -.017 -.101

성별
.007

(.006)
.199

-.037

(-.027)
-.832

-.041

(-.030)
-1.047

연령
-.001

(-.012)
-.355

-.001

(-.019)
-.526

-.001

(-.013)
-.406

학력
-.017

(-.034)
-1.066

.007

(.013)
.370

.017

(.030)
.984

소득
-.011

(-.034)
-.941

.009

(.025)
.646

.016

(.042)
1.229

페이스북

이용량

.040

(.071)
2.162*

.106

(.163)
4.596**

.083

(.127)
4.022**

항공사

관심

-.015

(-.033)
-1.004

.003

(.005)
.154

.012

(.022)
.707

준사회적

상호작용

.706

(.819)
24.962**

.730

(.732)
20.704**

.316

(.317)
6.026**

신뢰
.586

(.507)
9.786**

F 변화량 623.114** 428.642** 95.763**

자유도 1, 339 1, 339 1, 338

R2 .705 .657 .733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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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over the effective

strategies of using Facebook brand fan page as a medium of

adverti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umer and brand in fan

page can be explained as parasocial interaction that means audiences’

intimacy toward persona in mass media. Thus this study examined

the causes and effects of parasocial interaction. Firstly, the cause is

interactivity that is composed of the dimensions of technological

functions and textual strategies. In terms of technological functions,

this study manipulated them as feedback of brand such as ‘Like’ and

‘Comment’ to consumers’ responses. On the other hand, this study

manipulated textual strategies as contents of brand messages such as

‘public relations’ or not based on intention to persuade. Secondly, the

effects of parasocial interaction on visit, purchase, and WOM(Word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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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th) intention were examined. In addition, this study also

examined the mediation effect of relationship quality between

parasocial interaction and behavior intentions that can be classified

under 8 heads(‘Objects that consumer feel a sense of intimacy’ ×

‘Satisfaction’ or ‘Trust’).

To investigate research questions and hypothesis, this study

showed experiment participants(N=347) manipulated brand messages

of 8 options, and then let them do a survey on parasocial interaction,

relationship quality, and behavior intentions. As a result, it was

discovered that only ‘Comment’ has an effect on parasocial

interaction. In other words, there was no effect of both ‘Like’ and the

contents of brand messages. The next result was that the more

parasocial interaction, the more behavior intentions they have. Lastly,

relationship quality mediated relationships between parasocial

interaction and behavior intentions. To be more specific, brand

satisfaction, relationship quality with brand, and satisfaction had a full

mediation effect.

This study is useful in providing practical advice on using fan

page as a relationship marketing tool for brand marketers. It did an

experiment instead of a survey, examining the exact factors to

improve the effect of marketing. Furthermore, this study made up for

the limitations of previous studies of interactivity. Regarding the

dimension of technological functions, it considered the actions of 2

subjects who participate in two-way communication and the

frequency of communication was manipulated more than 3 times. It

proved the different effect of ‘Like’ and ‘Comment’ that had been only

assumed previously. On the other hand, it considered the exploratory

effect of contents of brand messages on parasocial interaction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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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that had been used on real fan pages were applied to the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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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activity, Visit Intention, Purchase Intention, WOM(Word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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