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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소셜미디어 사용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소셜미디어가 마케팅 도구로서 갖는 가치 또한 부각되

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마케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소셜미디어의

종류는 다양하고 소셜미디어별 특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기업이 추구하는 목적에 적합한 소셜미디

어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마케팅 전략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다차원 척도법

을 이용하여 대표적인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블로그, 유튜브, 싸이월드, 미투데이에

대한 이미지 포지셔닝 분석을 실시하여, 각 소셜미디어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어떠한 이미지로 인식하

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기업의 신뢰성 이미지와 기술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페이스북

과 트위터가 비교우위에 있었으며 기업의 마케팅 이미지와 장래성 이미지, 종합 이미지 제고를 위해

서는 네이버 블로그를 활용했을 때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기업마케팅전략수립시참고자료로활용될수있을것이다.

주요용어: 기업이미지, 다차원척도법, 소셜미디어, 포지셔닝맵.

1. 서론

전세계적으로 소셜미디어의 사용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comScore Media Metrix는 한

국을 포함해서 43개의 국가를 대상으로 소셜미디어의 사용 현황을 조사하여 2010과 2011년을 비교하

였다. 소셜미디어의 이용률은 2010년 72%에서 2011년 82%에 도달했으며, 젊은 세대는 물론 50세 이

상의 연령층의 경우 80%의 이용률을 보였다 (comScore Media Metrix, 2011).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인해 사용자들은 습관적으로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거나 심한 경우 중독성을 보이기도 한다. (Choi 등,

2012). 이에 따라 소셜미디어는 기존 매스미디어를 보완하는 마케팅 도구로서 그 가치가 부각되고 있

으며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소셜미디어를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 2010년에는 기업의 73%가 마케팅

수단으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였으며 2011년에는 80%, 2012년에는 88%의 기업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Cheon, 2011a, 2011b). 기업의 광고 비용 변화 추세에서도 소셜미디어의 활용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인쇄 매체나 TV와 같은 오프라인 광고비용을 5% 이상 감소한 기업이

14∼24%인 반면, 52%의 기업이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광고 비용을 5%이상 증가시켰다 (Gillin,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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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마케팅도구로서소셜미디어가갖는가치에대한인식확대와더불어기업의소셜미디어활용비

중은계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보인다.

한편 소셜미디어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각 소셜미디어별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Wein-

berg와 Pehlivan, 2011; Wikipedia). 소셜미디어 마케팅의 성공사례들도 다양하나 소셜미디어에 대한

이해 없이 그 가능성만을 믿고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시도했다가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한 사례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온라인 마케팅사인 프로스펙티브 (Prospective)의 조사에서 3천명 이상의

소셜네트워크이용자중 87%가소셜네트워크에서광고를본적은있으나본인이관심있게본적은거의

없다고 대답했지만 응답자들은 맞춤광고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Gillin, 2008). 각

소셜미디어의고유한특성에대해고려한다면보다나은마케팅효과를가져올수있을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셜미디어에 대한 사용자들의 인지를 기반으로 기업 마케팅에 보다 효과적인 소

셜미디어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마케팅에 초점을 맞추어 기업 이미지에 대

한 기존 분류 측면에서 소셜미디어 간 유사성과 차별성을 포지셔닝 (positioning)을 통해 분석하였다.

포지셔닝은 마음 속에 형성된 특정 대상의 이미지를 다른 대상들과 차별화하여 공간상에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포지셔닝을 위해서는 포지셔닝 맵 (map)을 작성하여 경쟁관계에 있는 여러 대상

을 동일 공간상에 위치시킴으로써 대상들 상호간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한다. 페이스북을 포함한 대표적

인 소셜미디어인 트위터, 네이버블로그, 유튜브, 싸이월드, 미투데이 등을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하였

으며포지셔닝맵작성을위해서는다차원척도법을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절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이 되는 소셜미디어와 다차원 척도법, 그

리고 기업이미지 관련 이론을 소개한다. 제3절에서는 연구의 목적 및 표본 추출방법과 함께 설문지의

구성, 분석 방법에 대해서 다룬다. 제4절에서는 결과분석을 설명하고 5절에서는 결론을 맺는 순으로 진

행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소셜미디어 정의

소셜미디어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 편이나 일반적으로 인터넷 공간에 여러 사람들의 사회적인 관계 개

념을 적용시킨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Choi, 2011). 소셜미디어는 이용자들의 관계와 상호작용에 의

해서 기능별로 여러 유형의 콘텐츠가 생성되고 확산되며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과 경험 등의 집단지능

(collective knowledge)이정제되어송출되기때문에일종의유기체와도같다고정의된다.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어떠한 기준으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시각은 다양하다. 정보의 깊이 (infor-

mation depth)와 반감기 (half-life of information)를 기준으로 블로그, 커뮤니티, 마이크로 블로그, 소

셜 네트워크의 네 종류로 나눌 수도 있으며 미디어 리치니스 (richness)와 자기 공개 (self presenta-

tion)을 기준으로 블로그,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 가상 소셜 세계, 협업 프로젝트, 컨텐츠 커뮤니티, 가

상 게임 세계 등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Weinberg와 Pehlivan, 2011; Kaplan과 Haenlein, 2010).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소셜미디어를 고르되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가

장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페이스북 (Facebook), 트위터 (Twitter), 유튜브 (Youtube), 네이버블로그

(Naver blog), 싸이월드 (Cyworld), 미투데이 (Me2day)를분석대상으로선정하였다.

2.2. 다차원척도법

포지셔닝 (positioing)이란 마케팅의 대상이 되는 기업, 혹은 제품 등이 소비자들의 마음 속에 어떻게

그려지는가에 대한 대상 간의 차이를 공간상에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포지셔닝을 이용해 이용자가 소

셜미디어 별로 기업이미지 광고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비교할 수 있다. 포지셔닝을 위해서는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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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셔닝 맵 (positioning map)을 만든다. 포지셔닝 맵은 대상의 인지와 선호, 선택에 대한 소비자의 판

단에 근거해서 만들게 된다 (Kim, 2003). 포지셔닝 맵을 이용해 소셜미디어별 기업이미지 광고에 대한

소비자들의인지를한공간에나타내주면기업이소셜미디어를통한광고를하는데필요한정보를제공

해줄수있을것이다.

다차원 척도법 (multidimensional scaling; MDS)은 포지셔닝 맵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

다 (Yoo와 Kim, 2005; Kim, 2003). 다차원 척도법에서는 n차원 공간상에 존재하는 개체들을 분석이

용이한 저차원 (일반적으로 2차원 혹은 3차원) 공간상에 표현하게 된다. 다차원 척도법은 사용자들이

정보의 과중에 따른 인지적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비교 대상간의 복잡한 관계를 심리적 공간에서 단순

화하여 기억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그 심리적 공간에서의 상대적 거리를 대상 간 유사성에 대해 사용자

들에게 질문을 한다. 대상에 대한 유사성 답변 자료를 분해하여 역으로 포지셔닝 맵 상에 대상 간의 구

조적 실질적인 거리로 추출해 낸다 (Lee, 2006). 본 연구에서 비교대상이 되는 소셜미디어 전체에 대해

서 유사성 (similarity) 혹은 선호도 (preference/dominance) 판단에 근거해서 사용자의 인지상태를 저

차원의 공간상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다. 유사성의 경우에는 대상들 사이의 유사성 또는 비유사성 자

료를 기초로 해서 저차원의 공간상에 소비자들에게 인지되고 있는 차이 정도를 거리개념으로 나타낸다.

이 때, 유사성이 작은 대상은 좌표에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게 되며, 유사성이 큰 대상의 경우 좌표에

서 가깝게 위치하게 된다. 선호도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심리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공간상의 거리를 유

추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선호도나 대표도 등이 심리적 개념이 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것은 소

설미디어별 선호도를 이용해서 소비자와 소셜미디어의 위치를 찾게 되는 것이다. 다차원 척도법을 이용

한포지셔닝맵은소셜미디어별기업이미지광고에대한전략에유용하게사용될수있을것이다.

2.3. 기업이미지

마케팅을 위한 기업의 광고로는 제품광고와 기업이미지 광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특히 기업이미지

의 중요성을 인식한 대기업들은 오래전부터 제품광고 외에 기업 이미지 광고를 해왔으며 긍정적인 효과

를 얻을 수 있었다 (Cox와 Cox, 2000). 소비자들은 기업에 대한 여러 경험과 정보 등을 통해서 심리적

으로기업의이미지를만들어나가고소비자들은실제로제품구매와더불어판단의기준이되기때문에

마케팅에서기업이미지가중요한것이다 (Bae 등, 2010).

기업이미지는 포괄적이고 총체적이며 여러 경로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쉽게 형성되는 특성상 그 평

가 요소는 그 범위나 항목에 있어서 굉장히 방대하다 (Cha, 2005).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일본경제신문사의 평가척도를 기반으로 하였다. 1968년부터 여러 가지 기업이미지의 구

성요소를바탕으로기업이미지조사를해오고있는일본경제신문사의평가척도로는신뢰성이미지, 기

술이미지, 마케팅 이미지, 장래성 이미지, 사풍 이미지, 경영자 이미지, 종합 이미지 등이 있으며 구성요

소들의세부내용은 Table 2.1과같다.

Table 2.1 Dimension of corporate image

Dimension Description

Reliability Corporate image for reliability and trust

Technology
Corporate image for technical level, research development capability,

and new product development efforts

Marketing
Corporate image for customer service, interest on consumer issues, advertising activities,

sales channel, and the overseas competitiveness

Prospect Corporate image for corporate prospects and the sense of the time

Culture Corporate image for clean management and intimacy

Executives Corporate image for the company’s executive management skills

General
Corporate image for leading corporate and the intention to be employed and

purchase company’s 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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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3.1. 연구의 목적 및 표본추출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해 소셜미디어를 이용할 때 어떤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미리 고려한다면 좀 더 효과적인 기업이미지 광고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셜미디

어 이용자를 통해서 소셜미디어별로 기업이미지 광고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 지를 파악 한 후 각

소셜미디어가 갖는 고유한 특성을 소비자의 인지에 기반 하여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소셜미

디어활용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본 연구에서는 소셜미디어 이용경험자를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해야 하기 때문에 표본추출 대상은 다

양한 종류의 소셜미디어를 사용해 본 사람들이 모여 있을 집단으로 선택을 했다. 자료 수집은 2011년

5월 2일부터 5월11일까지 4개 대학교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 222명과 128명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350부를 배포하여 결측치가 있는 표본과 분석 대상 소셜미디어 여섯 가지 중 하

나에대해서라도사용경험이없는표본을제외하고총 163부를실증분석에활용하였다.

3.2. 설문지의 구성 및 자료 분석방법

설문지는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네이버블로그, 싸이월드, 미투데이 등 6개의 소셜미디어의 유

사성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된 Table 3.1과 각 소셜미디어가 기업이미지에 미치는 속성에 대한 질문

으로 구성된 Table 3.2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 패키지인 SPSS ver. 12.0에서 제공하는

ALSCAL을 이용하여 소셜미디어에 대한 포지셔닝 맵을 작성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소셜미디어 간 유

사성과소셜미디어에대한속성평가를분석하였다.

Table 3.1 Survey items - similarities between social media

Two social media is similar
Strongly

Disagree
Neither agree

Agree
Strongly

disagree nor disagree agree

Facebook : Twitter 1 2 3 5

Facebook : Youtube 1 3 4 5

Facebook : Naver blog 1 2 3 4 5

Facebook : Cyworld 1 2 3 4 5

... ... ... ... ... ...

Table 3.2 Survey items - the effect of social media on corporate image

Facebook Twitter Youtube Naver blog Cyworld Me2day

It is effective to advertise corporate
5* 2 4 4 5 3

image for reliability.

It is effective to advertise corporate

image for technology.

It is effective to advertise corporate

image for marketing.

It is effective to advertise corporate

image for prospect.

It is effective to advertise corporate

image for culture.

It is effective to advertise corporate

executives image.

It is effective to advertise genral

corporate image.

* 1: Strongly disagree, 2: Disagree, 3: Neither agree nor disagree, 4: Agree, 5: Strongly a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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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4.1. 유사성 분석

Table 3.1과 같이 유사성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는 5점 척도를 이용한 설문으로 이루어졌으며, Table

3.2에서 설문의 응답자들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만든 소셜미디어별 이미지 유사성 행렬표 (Table 4.1)를

확인할 수 있다. 소셜미디어에 대한 사용자들의 인지상태에 대해 각각 쌍대비교하는 형식으로 상호 유

사성의 평균값을 SPSS ALSCAL의 입력자료로 사용한 결과, 각 소셜미디어에 대한 2차원 좌표값을

Table 4.2와같이얻었다.

Table 4.1 Similarity matrix of social media

Facebook Twitter Youtube Naver blog Cyworld Me2day

Facebook

Twitter 1.66

Youtube 2.99 2.97

Naver blog 2.32 2.5 2.74

Cyworld 1.72 2.21 2.74 1.76

Me2day 1.85 1.48 2.82 2.26 2.21

Table 4.2 Coordinate value of social media on a two-dimensional space

Facebook Twitter Youtube Naver blog Cyworld Me2day

Dimension 1 0.9860 0.9892 -2.4651 -0.2776 0.1327 0.6348

Dimension 2 0.0335 0.7296 0.6691 -1.2489 -0.7688 0.5855

Table 4.2 주어진 좌표값들을 이용하여 포지셔닝 맵을 작성한 것이 Figure 4.1이다. 유사성 분석에

대한 스트레스 값은 0.102였고, R2는 0.964였다. 스트레스 (streess)란 다차원 공간상에 실제거리와

2차원 공간상에 작성된 거리의 불일치 정도를 표현하는 것으로 2차원에 얼마나 잘 표현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값으로 일반적으로 0.1 이하의 값이 나올 때 결과가 좋다고 할 수 있다 (Cox와 Cox, 2000). 실

험결과스트레스 0.102와 R2는모형이잘적합되었음을의미한다.

Figure 4.1 Positioning map of social media’s simil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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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의 결과의 소셜미디어별 유사성은 포지셔닝 맵에서 나타내는 대상들 간을 거리로 그 정도

를 나타낸다. 대상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응답자가 느끼는 이미지가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응답자가 대상들의 이미지가 다르다고 느낄수록 포지셔닝 맵에서의 거리는 떨어져 위치하게 되는 것이

다. 이를바탕으로그림4.1을분석해보면트위터와미투데이, 페이스북이하나의그룹을형성하고있으

며싸이월드, 네이버블로그가또다른그룹, 그리고유튜브가별도로위치하고있는것을볼수있다. 이

러한사실들은같은그룹에있는소셜미디어의경우일반적으로사람들이가지고있는이미지가크게다

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미지가 서로 비슷하다는 것은 마케팅 측면에서 보면 서로 경쟁관

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포지셔닝 맵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는 이미지가 서로 다른 것으로 경쟁

관계가 약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그룹으로 묶이게 되는 트위터, 미투데

이나페이스북같은경우는서로경쟁관계에있다고볼수있다.

4.2. 속성 평가 분석

Figure 4.2는 Table 3.2에 나타나 있는 속성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포지셔닝 맵을 작

성한 것이다. 이때의 스트레스 값은 0.055였으며, 모형의 적합성을 나타내 주는 R2의 값 역시 0.997로

모형 적합이 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속성 평가의 경우 포지셔닝 맵 상에서 각 속성을 나타내고 있는 점

들이 소셜미디어에 가까이 있을수록 속성값이 높거나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Figure

4.2에서 각 행의 이름은 Figure 4.2 아래쪽에 설명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Figure 4.2를 분석해 보면

기업이미지 광고시 트위터나 유튜브, 페이스북 등이 기업이미지 행들과 가까이 있어서 다른 소셜미디어

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 할 수 있다. 아울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기업이미지 광고에

서는 신뢰성이미지나 기술이미지보다 마케팅이미지 광고에 보다 효과적이나 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

로나타났다.

L1: Reliability, L2: Technology, L3: Marketing, L4: Prospect,L5: Culture, L6: Executive, L7: General

Figure 4.2 Positioning map of social media (dimensions of corporate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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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소셜미디어별 속성값의 크기 비교 분석

소셜미디어별 속성값의 크기비교는 유사성에 대한 포지셔닝 결과의 자료에서 도출된 2차원 공간상의

소셜미디어의 위치좌표를 (X,Y )로 이용하며, 속성값의 크기들을 포지셔닝 맵상에서 속성벡터를 구해

나타내면 가능하다 (Bae 등, 2010). 유사성 자료로부터 산출된 소셜미디어별 위치 좌표값 (X,Y )를 독

립변수로 두고, 소셜미디어별로 응답자들의 평가값들의 평균값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으로부터 속성

벡터를 구할 수 있다 (Shepared, 1962; Kruskal, 1978). 이를 바탕으로 얻어진 회귀분석 결과의 표준

화된 회귀계수의 추정값이 좌표를 나타내며 포지셔닝 맵상의 속성벡터의 방향이 되는 것이다. 유사성과

속성 평가 자료를 이용하여 얻은 방향코사인값 즉, 속성벡터 좌표값과 결정계수의 값을 Table 4.3에서

확인할수있다.

Table 4.3 Attribute’s direction cosine value

Attribute Dimension 1 Dimension 2 R2

Reliability 0.498 -0.236 0.316

Technology 0.486 -0.182 0.278

Marketing 0.234 -0.383 0.211

Prospect 0.121 -0.507 0.278

Culture -0.276 -0.313 0.165

Executive -0.290 -0.483 0.303

General 0.105 -0.315 0.113

L1: Reliability, L2: Technology, L3: Marketing, L4: Prospect, L5: Culture, L6: Executive, L7: General

Figure 4.3 Positioning map combining social media and attribute vectors

Figure 4.3은 앞에서 구한 방향코사인값을 이용하여 속성벡터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포지셔닝

맵상에 위치하고 있는 각각의 소셜미디어들을 나타내는 점들로부터 속성벡터에 90도 각도로 직선을 그

어 속성에 대한 소셜미디어의 평가 값을 알 수 있는데, 벡터가 지향하는 방향에 가까이 있는 소셜미디

어 일수록 속성값이 높다고 해석한다 (Lee, 2006). 이를 바탕으로 Figure 4.3을 분석해 보면 신뢰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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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와 기술이미지의 경우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광고할 때 가장 효과적이고 다음으로 트위터가 좋은 것

으로 나타났다. 마케팅이미지와 장래성이미지, 종합이미지의 경우에는 네이버블로그, 싸이월드를 이용

하여 광고 할 때 효과적이며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순으로 나타났다. 사풍이미지와 경영자이미지

의경우는네이버블로그, 싸이월드유투브에이어페이스북, 미투데이, 트위터순으로나타났다.

4.4. 결론

본 연구는 다차원 척도법을 이용하여 마케팅 분야에 대한 소셜미디어 간의 경쟁 상태를 파악하고, 기

업이미지 제고 측면에서 소셜미디어 별 광고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기업이미지 광고에 대하여 갖고 있는 이미지를 포지셔닝 맵으로 나타내었고,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셜미디어간 유사성 분석결과 트위터와 미투데이, 페이스북이 한

그룹, 그리고싸이월드및네이버블로그가한그룹을형성하고상호경쟁관계에있으며유튜브는타소셜

미디어와차별화된이미지를갖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둘째, 기업이미지에대한소셜미디어별광

고효과를 예측해 보면 기업의 신뢰이미지와 기술이미지 제고를 위한 광고를 위해서는 페이스북과 트위

터가 다른 소셜미디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기업의 마케팅 이미지와 장래성

이미지, 종합이미지 제고를 위한 광고에서는 네이버블로그를 활용할 때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이미지 제고 측면에서 소셜미디어 간 비교분석이 이루어졌으나 추후 제품 별로 혹은 제

품의생명주기별로어떠한소셜미디어가보다효과적인도구가될수있는지에대해분석한다면소셜미

디어마케팅측면에서참고가될수있는흥미로운결과를얻을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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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cial media is drawing attention among companies for its potential as a marketing

tool. There are many types of social media and their characteristics are varied, and

thus choosing the appropriate social media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company

is important. In this paper, we conduct comparative analysis on the popular social

media such as Facebook, Twitter, Naver blog, Youtube, Cyworld and Me2day using

multidimensional scaling method. The result shows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effectiveness of enhancing diverse dimensions of corporate image among social media.

This result can be used in developing social media based marketing strategy.

Keywords: Corporate image, MDS, multi-dimensional scaling, positioning map, social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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