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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empirically how brand trust can be formed from the customer-brand relationship 

through a direct use of firm’s SNS in B2B context. The brand trust is fundamental elements to understanding of 

long-term relationship in a B2B context.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data collection is through a personally 

administered questionnaire, and a total of 180 questionnaires was collected from the buyer or supplier who frequently 

visited partner’s firm SNS. Excluding missing data, 120 usable data were analyzed. From the results, first, three SNS 

motivations (i.e. Information, social and entertainment) has a positive impact on the perceived value of SNS (i.e. 

perceived usefulness and perceived enjoyment). Second, the perceived usefulness and perceived enjoyment positively 

affect customer-brand relationship (brand intimacy, brand attachment). Third, the customer-brand relationship is 

positively related to brand trust.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of the study were also 

discussed. These findings help managers in developing and implementing the relation between SNS use and a 

customer-brand relationship for long-term relationship in B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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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업간 자상거래(business-to-business)는 오

는 2020년에는 B2C 시장보다 배 이상 성장할 것으

로 망되고 있다(Frost and Sullivan, 2016). 이에 

B2B 거래는 향후 새로운 시장 창출의 기회가 많은 

시장으로 주목되고 있는 시장이다. 이처럼 B2B 거

래가 성장하면서, 구매기업은 보다 손쉽게 공 자에 

한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게 되었고, 공 자는 

시장의 확 라는 정 인 효과를 갖게 되었다. 그

러나, 공 자들은 B2C 환경에서와 같이 차별화로 

인한 경쟁력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구매기업들이 

공 기업 선택 시 거래조건이 비슷하면, 기존 인

계나 공 기업의 명성을 시하게 된다(Lee et 

al., 2008). 즉, B2B 환경에서도 랜드의 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B2B 거래 환경에서 강력한 랜드를 구축하면 거

래 트  기업과의 신뢰 구축이 쉽고, 장기 인 거래

계 형성으로 매출 증가와 낮은 재고보유  통제비

용으로 수익성도 높아지는 이 이 있다. 한, 강력한 

랜드를 가진 거래 트 와의 거래는 기존 제품 

랜드와의 시 지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한층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이나 다른 제품 역

으로까지 확장 할 수 있다(Im and Huh, 2010). 표

인 강력한 랜드 기업으로는 마이크로소 트, 

IBM, 제 럴 일 트릭, 인텔, 휴렛팩커드, 시스코 시

스템즈, 델, 오라클, SAP, 지멘스, 페덱스 등이 있다. 

최근 많은 기업들이 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고

객과의 장기 인 계를 형성하기 한 수단으로 

SNS를 활용하고 있다(Hong, 2011; Lee and Lim, 

2012). SNS는 직  제품이나 랜드를 사용하지 않

아도 랜드에 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의 

효과 인 커뮤니 이션 활동 수단  하나이다. 기

업의 SNS는 랜드의 정의인 ‘이름, 상표, 문구, 상

징, 는 디자인, 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정체성을 

나타내주고 경쟁사와 차별화 시켜주는 그것들의 총

체로 정의될 수도 있다(Kotler, 1991)는 에서 

기업 랜드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SNS은 기업

이 가지고 있는 제품에 한 차별  가치를 보다 상

세하고 면 하게 고객에게 달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고객과의 지속 인 계 형성을 통해 신뢰를 

형성할 수 있게 한다(Hong, 2011). 최근 기업 활동

에서 SNS는 B2C 보다 B2B에서 고객과의 계를 

더 새롭고 가치있는 계로 만드는 결정 인 으

로써 그 효과성이 주목 받고 있다(Kapko, 2016). 특히, 

B2B 거래 환경에서 SNS의 활용은 문 인 정보

달과 응에 있어 매우 효과 이다(Minsky and 

Quesenberry, 2015). 한 SNS 활용으로 B2B 

랜드의 인지도를 향상 시킬 뿐만 아니라, 정 인 

감정  반응에도 향을 미쳐 B2B 구매의사 결정

에 있어 B2C에서 보다 효과 인 결과를 보여 다. 

(Taylor, 2014). 이에 기업들은 페이스북의 기업 팬 

페이지를 구축하거나 B2B 마 터 개인이 업활동

을 하여 SNS를 활용하여 고객과의 상호작용과 

커뮤니 이션을 활성화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와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기

업환경에서의 SNS의 연구는 B2B가 아닌 B2C를 

심으로 한 SNS수용을 주로 다루고 있다(Kim and 

Park, 2012; Park and Kim, 2012). 상 으로 SNS 

활용으로 인한 랜드 효과에 한 연구는 많이 다루

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2B 거래에

서 구매나 매 담당자의 SNS 활용이 트  기업 

랜드에 한 경험을 증가시키고, 이를 토 로 트

 기업 랜드에 한 신뢰형성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 거래 계에

서 SNS를 통한 커뮤니 이션 활동이 랜드 경험 

 신뢰에 미치는 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토

로 B2B 거래 환경에서 SNS의 활용의 역할에 한 

이론 ․실무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2.1 B2B 계에서 랜드 신뢰

랜드 신뢰(brand trust)는 고객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 랜드 능력에 의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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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udhuri and Holbrook, 2001). Doney and Cannon

(1997)은 고객과 기업이 공유하는 목표나 가치에 기

하여 랜드가 고객에게 최상의 이익을 주기 해 

노력할 것이라는 랜드에 한 고객의 믿음을 랜

드 신뢰로 정의하 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랜

드 신뢰는 거래 상자들이 랜드에 하여 가지는 

강한 믿음과 확신이라고 할 수 있으며, 랜드 신뢰

는 소비자와 기업 간의 계형성을 해 매우 요

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Ahn et al., 2005).

B2B 계에서 구매자와 공 자와의 신뢰의 개념

은 꾸 하게 언 되어 왔으며 이를 형성시키고 유지

하기 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다. 트 에 한 신

뢰가 커질수록 계 만족도와 의존도가 높아지고, 

계를 정 인 방향으로 유지 발 시키고자 하는 행동 

는 투자의향이 커지기 때문이다(Holmes, 1991). 

기업 간 계에서 신뢰는 거래 트 의 신용도와 

성실성에 한 확신 는 거래 트 에 의존하려는 

의지로, 계 트 에 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계 

몰입도가 높아진다(Choi, 2008). 이러한 B2B 계

에서의 신뢰를 고객- 랜드 계(customer-brand 

relationship) (Fournier, 1998)에 용하여 보면 신

뢰는 계 유지  개선에 있어 주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2B에서 랜드 신

뢰를 형성  강화하는 데 향을 주는 선행요인을 

고객- 랜드 계(customer-brand relationship)

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2 랜드와 고객과의 계

랜드와 고객 간의 계는 개인 간의 계와 마찬

가지로 고객과 랜드 사이에 발생하는 인지 , 감성

, 행동  과정의 복합체이다(Blackston, 1992). 기

업이 고객을 유지하기 해서는 고객과 랜드의 

계를 리하기 한 랜드 리 략이 필요하다

(Fournier, 1998). Fournier(1998)는 고객과 랜드

와의 계를 사랑과 열정(love and passion), 자아 

연결(self-connection), 상호의존(interdependence), 

몰입(commitment), 친 감 (intimacy), 랜드 트

의 질(brand partner quality) 등의 여섯 가지로 

구분했다.

Classification
Customer-Brand 
Relationship

Affective & Socioemotive
 Attachment

Love and Passion

Self-connection

 Behavioral Ties
Interdependence

Commitment

Supportive
 Cognitive Beliefs

Intimacy

Brand partner quality

    <Table 1> Customer-Brand Relationship
(Fournier, 1998)

랜드와 고객과의 계는 랜드 구축 수단에 매

우 요한 요소이다(Fournier 1998; Fournier et al., 

1998; Fournier and Mick, 1999). 랜드와 고객과의 

계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랜드 애호도를 반복구

매라는 행동  결과로만 악한 것에 한 문제 을 

지 하면서, 고객과의 계는 행동 , 감성 , 이성  

요인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하

다(Fournier, 1998; Fournier et al., 1998; Fournier 

and Mick, 1999).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Fournier(1998)가 제

시한 3가지 분류  행동  차원을 제외한 인지  

그리고 정서  차원으로 B2B 환경에서 공 자 

는 구매자와 거래 트 와의 거래 계를 살펴보고

자 한다. B2B 거래 계에서 거래 담당자가 의사결

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상황과 외부 

환경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B2C 거래 보

다 행동  애착이 일어나기 어려운 환경이다. 한, 

B2C 와 달리 직 인 구매행동으로 이루어지기까

지에는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B2B 거

래 환경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인지 , 정서  차원에

서 랜드 경험을 살펴보고자 한다.

2.3 SNS 사용 동기 

미디어 활용에 어떤 일이나 행동을 하게끔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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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인 직  요인을 찾는 다양한 동기이론들이 있

어왔는데, 미디어 활용에 있어 동기를 설명하는 이

론은 이용  충족이론(uses and gratification 

theory)이다(Katz, 1959). 이용  충족이론(uses 

and gratification theory)은 사용자의 능동  미디

어 활용을 제로 하고 있어, 수동  사용자 보다는 

목  지향 으로 미디어를 활용하는 능동  사용자

의 동기를 밝  왜 해당 매체를 이용하는 지를 설명

하고 있다. 따라서 상호작용이라는 능동  기술인 

인터넷을 활용한 미디어인 인터넷, 모바일, SNS 등

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이용  충족이론(uses and gratification theory)

을 토 로 한 SNS에서의 사용동기를 크게 4가지 형

태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사회  동기(social-

izing motivation)로 개인과 개인이 정보를 공유하며 

역동 으로 상호 교류를 하는 계 맺기이다. Boyd 

and Ellison(2007)은 사회  동기(socializing mo-

tivation)가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연결을 통해 다른 

사용자들과의 사회  연결을 확 할 수 있다고 보았

고, Ellison et al.(2007)은 개인  계 맺기가 페이스

북과 같은 SNS를 통해서 사회  계 맺기로 확장되

고 더불어 이미 형성된 계가 강화되어, 오 라인과 

온라인을 넘나드는 계 맺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

회  동기(socializing motivation)를 SNS의 주요 

사용동기로 보았다. Park et al.(2009)은 SNS 사용동

기를 온라인상에서 상호간의 친 감과 공동 공간감

을 구축하여 극 이고 정 인 계 맺기로 제시

하 다. 이들의 연구를 통해서 사회  동기(socializing 

motivation)가 SNS의 주요한 사용 동기임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정보추구 동기(information-seeking 

motivation)이다. SNS를 통해서 지속 으로 성장하

는 정보사회에 해 정보  지식을 수집함으로써 

이해를 강화하려는 본질 인 욕구에서 정보추구 동

기가 발 된다(Chun, 2012). 실제 구매 의사결정을 

내리기 에 많은 정보를 탐색하게 되는데, 온라인 

환경에서는 충분한 정보 획득이 쉽다. 세 번째는 오락

 동기(entertainment motivation)로 개인의 감정

 경험과 미학, 즐거움  오락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SNS를 통해 재미와 즐거움을 찾고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Sheldon, 2008; Joinson, 2008; Park 

et al., 2009; Yun, 2011). SNS은 기타의 미디어보다 

손쉬운 의사소통으로 인해 재미와 즐거움을 경험하

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네 번째는 자기표  동기

(self-expression motivation)로 사용자의 자신의 

신뢰성, 안정성, 신분, 지 , 자신감 그리고 자부심을 

강화하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한다. SNS는 나의 심

사와 생각을 표 함으로서 타인에게 자신의 정 인 

이미지를 형성하고자 한다(Sheldon, 2008; Joinson, 

2008; Park et al., 2009; Yun, 2011). 

본 연구에서는 B2B 거래에서 기업의 SNS의 사

용 동기를 거래 담당자 개인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B2B 거래 환경에서 구매 결정은 개개인의 

단에 따른 의사결정이 모여, 다수의 담당자들의 합

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즉, SNS를 사용은 개인 차원

에 이루어지고,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단이 

거래 결정에 주요한 향을 주기 때문에 거래 담당

자의 SNS 사용동기를 Johnson and Yang(2009)의 

SNS 사용동기 구분으로 살펴보자 한다. Johnson 

and Yang(2009)은 커뮤니 이션과 계 맺기가 

심인 사회  동기(socializing motivation)와 정보 

획득  정보 상호교환 등의 정보  동기(information-

seeking motivation)로 SNS 동기를 구분하 다. 

B2B 거래에 있어 구매 의사결정 과정에 동료나 유

사한 사람들의 평가와 상호작용이 구매 의사결정에 

있어 요한 향을 미친다(Taylor, 2014). 한 

정 인 리뷰를 읽은 후에는 제품과 서비스 구매에 

향을 주는 결과는 B2C 보다 B2B에서 더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B2B 환경에서 사회  

동기 인 측면이 요한 사용동기가 될 것이다. 

B2B 환경에서 거래를 한 담당자와의 직  통화

를 하기 에 SNS의 콘텐츠를 10개 이상을 소비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Taylor, 2014). B2B 환경에서 

SNS 채 은 보다 문 이고 특화된 정보를 획득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정보에 하여 즉각

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장 이 있다(Minsky 

and Quesenberry, 2015). B2B 환경에서의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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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search Model

활용에 한 정보  동기 충족이 요구된다. B2B 거

래 담당자는 업무의 목 으로 SNS를 사용하지만, 

SNS를 통해 공식 이고 형식 인 의사소통이 아닌 

비공식 인 채 을 통한 일상 이고 편안한 의사소

통이 가능하다. B2B 거래를 한 업무 목 이외의 

재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오락  

동기는 추가하 지만, 자기표 의 동기는 제외하 다. 

B2B 거래 담당자가 자신의 정 인 이미지 달

하고자 SNS를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SNS 사용 동기  자기표  동기는 본 연구에서 제

외하 다.

3. 연구 모형과 가설 

3.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B2B 거래에서의 SNS 활용이 기업

랜드 신뢰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하여, 고객-

랜드 계(customer-brand relationship)의 이

론  배경을 바탕으로 <Figure 1>과 같은 연구 모

형을 수립하 다. 랜드 신뢰 형성에 향을 미치는 

고객- 랜드 계(customer-brand relationship)는 

Fournier(1998)가 제시한 6개의 계를 세 분류를 

통해서 감정 , 인지 , 행동  계로 구분하 다. 

고객- 랜드 계(customer-brand relationship)

는 고객이 랜드에 하여 갖는 감정 , 인지 인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행동  계를 실질 인 

행동을 의미한다. 고객- 랜드 계(customer-

brand relationship)에 한 기존 연구들에서 랜

드와 련된 고객의 실질  행동은 악하기 어려워 

실제 데이터 이용보다는 인지 인 질문을 통해서 해

결하 다. B2B 거래는 거래 상황과 외부 환경에 따

라 구매 결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행동  애착

이 형성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행동  

계를 제외한, 감정 , 인지  계를 랜드 애착

과 랜드 친 감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트 사의 

기업/제품 랜드에 한 친 감 는 애착은 랜

드에 한 정 인 태도이므로 궁극 으로 트

사의 랜드 신뢰에 향을 다고 측한다. 랜

드 신뢰가 기업 간 거래에 있어서 지속 인 계를 

유지하는데 결정 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증명된 바 있다(Choi, 2008).

고객- 랜드 계(customer-brand relationship)

에서 사용자의 동기가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자 본 

연구 모형에서는 이용  충족이론(use and gratifi-

cation theory)을 기반으로 Johnson and Yang(2009)

가 제시한 사회  동기(socializing motivation), 정

보  추구 동기(information-seeking motivation)

를 기반으로 기타의 SNS 사용동기에서 제시된 오락  

동기를 추가하 다(Chun, 2012; Hong, 2011;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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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llison, 2007; Ellison et al., 2007; Johnson 

and Yang, 2009). 세 가지 SNS 사용 동기는 기업 

SNS에 한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유희성과의 

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유희성은 정보기술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에서 정보기술 수용  활용에 주요한 향을 

주는 요소로 다루어져왔다(Adams et al., 1992; Davis, 

1989; Venkatesh and Davis, 2000). 지각된 유용성과 

유희성은 정보기술을 통해서 사용자가 얻을 수 있는 

효익  측면에 한 신념(belief)으로 이러한 신념이 

형성되면 사용자의 태도에 향을 주고 태도는 사용

자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정보기술수용 모델이 

설명하는 것이다. SNS은 웹을 기반으로 한 기술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

에서는 SNS에 한 지각된 유용성과 유희성을 통해

서 고객이 랜드에 하여 갖는 태도에 미치는 향

을 살펴보고자 한다. 

3.2 연구가설

3.2.1 랜드 계와 랜드 신뢰

Fournier에 따르면 고객- 랜드 계 형성은 개

인 간의 계처럼 감성 , 인지  과정을 수반한다

(Han and Yoo, 2003). 특별히 Fournier의 고객-

랜드의 6가지 계  ‘ 랜드 친 감(brand inti-

macy)’ 계는 ‘지원  인지  신념’ 개념에 속하여 

인지  과정으로 제할 수 있고, ‘정서 ․사회  

감정  애착’ 개념으로 구분되고 본 연구에서 ‘ 랜드 

애착(brand attachment)’로 명명되는 사랑/열정의 

계는 감정  과정으로 제할 수 있다. B2B에서

는 공 자와 구매자의 계, 특별히 트 사와의 

신뢰 계는 매우 요하게 여겨진다(Morgan and 

Hunt, 1994).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랜드와

의 인지  계에 해당하는 랜드 친 감(brand 

intimacy)과 랜드와의 감정  계에 해당하는 

랜드 애착(brand attachment)이 모두 랜드 신

뢰(brand trust)에 정  향을 끼칠 것이라 가정

한다. 

H1 : 랜드 친 감은 기업 랜드 신뢰에 (+) 향을 

끼칠 것이다. 

H2 : 랜드 애착은 기업 랜드 신뢰에 (+) 향을 

끼칠 것이다.

3.2.2 지각된 가치와 랜드 계

기술수용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 연구들(Adams 

et al., 1992; Davis, 1989; Venkatesh and Davis, 

2000; Kim and Park, 2012; Park and Kim, 2012)에

서는 지각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과 유희

성(perceived enjoyment)이 웹 기반 서비스의 사용 

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러한 맥

락에서 보면 트 사의 기업 SNS를 사용하는 공

자 는 구매자가 지각하는 유용성  유희성이 높을

수록 트 사의 기업 SNS 활용을 진시킬 것이며 

이에 따라 랜드와의 잦은 으로 인해 트 사의 

기업/제품 랜드에 한 태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한, Davis et al.(1992)은 컴퓨터 수용에 한 연구

에서 지각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은 인지

 평가의 결과로 행 의 결과로 인한 성취에 유용하

다고 생각되는 업무 능력이나 보수의 향상 는 승진 

등에 가치를 요시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 지각된 

유희성(perceived enjoyment)은 에 보이는 결과 

보다는 행  자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즐거

움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감정  평가의 결과이다. 

Fournier(1998)는 개인과 랜드의 계는 개인 간

의 계 차원에서 감정 , 인지  상호작용을 수반한

다는 제하에 개인과 랜드와의 계를 ‘정서 ․

사회  감정  애착’, ‘행동  연 ’, ‘지원  인지  

신념’으로 구분하여 6가지 계로 설명하 다. 이때 

랜드 애착(brand attachment)은 ‘정서 ․사회  

감정  애착’에 속하는 계 요인이며, 랜드 친 감

(brand intimacy)은 ‘지원  인지  신념’에 속하는 

계 요인으로 정의되었다. Davis et al.(1992)와 

Fournier(1998)의 연구를 바탕으로 트 사의 기업 

SNS를 사용하는 공 자 는 구매자가 느끼는 유용

성은 인지  과정을 바탕으로 랜드 친 감에 정

 향을 끼칠 것이며, 유희성은 감정  과정을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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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랜드 애착에 정  향을 끼칠 것이다. 

H3 : 공 자 는 구매자의 기업 SNS에서 지각된 

유용성은 랜드 친 감과 랜드 애착에 (+) 

향을 끼칠 것이다. 

H4 : 공 자 는 구매자의 기업 SNS에서 지각된 

유희성은 랜드 친 감과 랜드 애착에 (+) 

향을 끼칠 것이다.

 

3.2.3 SNS의 사용동기와 지각된 가치의 계 

B2B 구매의사결정에 있어 직  거래에 참여하는 

개인  요소가 체 구매의사결정에 주요한 향을 

미친다(Sheth, 1967). 공 자 는 구매자의 SNS를 

사용하는 구매담당자나 매담당자의 의사결정은 

개인이 수집한 정보와 지식 그리고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을 한다. SNS은 쉽고 효율 인 의사소

통의 도구로써 직  B2B 거래에 참여하는 개인은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기 하여 공 사 는 구매사

의 제품이나 회사 정보와 업무와 련된 정보를 탐

색하고 획득하고자 하며, 업무상 필요한 사람이나 

문가와 계를 맺음으로써 개인 인 네트워크를 

확장하고자 한다. 한, SNS를 통한 자유로운 의사

소통으로 인한 감정의 공유를 통해서 재미와 유희를 

느낄 수 있다. 이러한 SNS의 활동 범 를 토 로 

SNS 사용동기를 정보 추구 동기(information-

seeking motivation), 오락  동기(entertainment 

motivation), 사회  동기(socializing motivation)

로 구분할 수 있다(Johnson and Yang, 2009)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트 사의 기업 

SNS를 사용하는 동기를 정보 추구 동기(information-

seeking motivation), 오락  동기(entertainment 

motivation), 사회  동기(socializing motivation)를 

통해서 SNS에 한 지각된 유용성과 유희성과의 

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정보추구 동기는 트  

사에 한 기업/제품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 지각된 

유용성에 정 인 향을 끼칠 것이다. 한, 재미와 

즐거움을 해 트 사의 SNS 기업 페이지를 사용

하면 유희성 지각에 정 인 향을 끼칠 것이라 

측한다. 마지막으로 사회  동기(socilizing mo-

tivation)는 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업무 

상 필요한 정보도 교환하고 즐거움을 릴 수 있어 

유용성  유희성에 정  향을 끼칠 것이라 가정

한다. 

H5 : 기업 SNS 사용의 정보추구 동기는 지각된 유

용성에 (+) 향을 끼칠 것이다. 

H6 : 기업 SNS 사용의 사회  동기는 지각된 유용

성과 지각된 유희성에 (+) 향을 끼칠 것이다.

H7 : 기업 SNS 사용의 오락  동기는 지각된 유희

성에 (+) 향을 끼칠 것이다. 

4. 연구방법  분석

4.1 변수의 조작  정의  측정항목

본 연구의 내용 타당성(content validity)을 높이

기 해 기존의 이론과 연구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본 연구 맥락에 맞게 연구 변수의 측정항목을 다음 

<Table 2>와 같이 구성하 다.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설문문항은 리커트(likert) 7  척도(1 =  

그 지 않다, 4 = 보통이다, 7 = 매우 그 다)로 구

성하 다. 

4.2 설문 차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해 B2B 업종 종사자  

고객사나 구매사의 페이스북 는 트 터 상의 기업 

홍보 페이지를 사용해본 사람들을 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 다. 온라인 설문은 서울 소재 학의 

경 학원 페이스북 페이지와 B2B 기업 종사자들

의 개인 페이스북 6개를 거 으로 ‘페이스북 친구’들

에게 설문 참여를 유도하여 진행했다. 설문 응답자들

이 설문 제목을 클릭하면 온라인 설문지로 이동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하 다. 응답률을 높이기 해 응답

자들에게 모바일 커피 쿠폰을 제공하 으며 최종

으로 180명이 답변하 다. 이 에 페이스북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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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s Measurement Items Reference

Information-Seeking 

Motivation

Reason for using partner’s SNS in B2B context. 

1. To get information about firm/products

2. To know new information about firm/products before others do

3. To get useful information about firm/products

4. To get specialized information about product=services

Kim and Choi(2012), 

Hong(2011)

Entertainment 

Motivation

Reason for using partner’s SNS in B2B context. 

1. Because it is funny

2. Because it is exciting

3 Because it is entertaining

Kim and Choi(2012)

Socializing 

Motivation

Reason for using partner’s SNS in B2B context.  

1. To get peer support from others

2. To meet interesting people

3. To communicate and interact with others

Hong(2011), 

Kim and Choi(2012)

Perceived 

Usefulness

1. Using partner’s SNS would improve my performance.

2. Using partner’s SNS would support my work.

3. Using partner’s SNS would enhance my effectiveness. 

4 Using partner’s SNS would be useful to do my work.

Sohn et al.(2010)

Perceived 

Enjoyment

1. Using partner’s SNS would be enjoyable. 

2. Using partner’s SNS would be exiting.

3. Using partner’s SNS would be pleasant.

4. Using partner’s SNS would be interesting.

Sohn et al.(2010)

Brand

Intimacy

1. I have the feeling that I really know the partner’s brand

2. I have the feeling that I really understand the partner’s brand

3. It feels like I know the partner’s brand for a long time

4. I value this brand greatly in a business relationship 

Han and Yoo(2003)

Brand 

Attachment

1. I feel that the partner’s brand is friendly.

2. I feel that the partner’s brand is affectionate.

3. The partner’s brand makes me passionate.

4. The partner’s brand makes me delighted.

Zhou et al.(2012)

Brand Trust

1. The partner’s brand is an honest brand

2. The partner’s brand is reliable. 

3. The partner’s brand is credible. 

4. The partner’s brand is trustworthy.

Delgado-Ballester 

(2003), Choi(2008)

<Table 2> Measurement Items

트 터는 사용하지만 트 사의 기업 SNS 페이지

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자(14.4%)와 응답 진행 

 이탈한 응답자(18.8%)를 제외하고 120명의 자료

가 분석에 사용되었다(유효 응답률 66.7%). 

4.3 표본의 특성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조직 특성으로는 <Table 

3>와 같이 응답자의 53.3%가 100명 미만의 기업에 

종사하고, 10.8%가 10,000명 이상의 기업에 종사했

다. 이는 작은 기업의 종사자일수록 좀 더 활발하게 

트 사의 SNS 페이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응답자의 31.7%가 제조/설계 업

종에 종사하고 있고, 26.7%가 컴퓨터/IT 업종에, 

18.3%가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는 반

도체, IT, 서비스 업종 종사자의 페이스북을 통해 설

문 참여를 유도한 것에서 향을 받았을 것이라 추

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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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mographic Statistics (Industry)

Classifications Ratio(%) Freq.

Firm Size

under 100 53.3% 64

100～499 13.3% 16

500～999 5.8% 7

1,000～4,999 10.8% 13

5,000～10,000 5.8% 7

over 10,000 10.8% 13

Industry

Manufacturing 31.7% 38

Computer/IT 26.7% 32

Service 18.3% 22

Logistics 1.7% 2

Chemical 0.8% 1

Health care 2.5% 3

Real Estate 0.8% 1

Trade 0.8% 1

Financial 5.0% 6

Energies 1.7% 2

Publish 9.2% 11

Travels 0.8% 1

Total 100% 120

Classifications Ratio(%) Freq.

Role
Buyer 53.3% 64

Supplier 46.7% 56

Gender
Female 17.5% 21

Male 82.5% 99

Age

under 20 0.0% 0

20～29 5.8% 7

30～39 51.7% 62

40～49 35.0% 42

50～59 5.8% 7

over 60 1.7% 2

Job 
Category

Marketing/Sales 30.8% 37

Procurement 4.2% 5

Engineering 19.2% 23

Production 1.7% 2

Mgt. Support 20.0% 24

CEO 11.7% 14

et cetera 12.5% 15

Total 100% 120

<Table 4> Respondents’ Demographic Statistics

응답자 개인의 특성으로는 <Table 4>와 같이 응답

자의 53.3%가 상품을 구매하는 입장에 있었고, 46.7%

가 상품을 공 하는 입장에 있었다. 이는 본 연구 결과

가 공 사 는 구매사 한 측면으로 편향된 내용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 응답자의 82.5%가 남성으로 

이었고 30 가 51.7%로 가장 많았으며 40  

35.0%, 20 와 50 가 각각 5.8% 다. 응답자의 마

 업(30.8%), 기획 지원(20.0%), 엔지니어(19.2%), 

CEO(11.7%), 구매(4.2%) 순서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 밖에도 다양한 직종의 종사자들이 트 사의 페

이스북 페이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4 연구 변수의 신뢰성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모형  가설을 검증하기 

해 PLS(Partial Least Square) 분석 기법을 사용했

으며 통계 분석 소 트웨어로는 SPSS를 사용했다. 

PLS는 컴포 트 기반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AMOS 

등에 비해 표본 크기와 잔차 분포(residual distri-

bution)에 한 요구 사항이 상 으로 덜 엄격하

며(Chin, 1998), 변수들 사이의 인과 계 검증에 유

용한 도구이다(Barclay, 1995). 이는 엄격한 이론 

모형을 검증하는 계수를 추정하는 것 보다는 연구 

모형의 탐색  분석을 한 것이기 때문에 PLS 분

석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연구 변수의 구성 개념에 한 신뢰성 검증은 크론

바하 알 (cronbach’s α)를 통해 측정하 으며, 종합

신뢰성지수(CR : composite reliability)와 평균분산

추출(AVE : average variance extracted)을 이용하

여 구성 개념에 한 신뢰성을 검증하 다(Hair et 

al., 2006). 검증 결과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변수들이 

<Table 5>와 같이 신뢰성 단의 기  값인 0.7 이상

(Fornell and Larker, 1981)을 모두 상회하고 있어 

구성개념에 한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변수의 수렴

타당성을 개별 요인의 요인 재량(factor loading)

이 수렴 타당성의 기  값인 0.7이상을 상회하고 있으

며, 이는 수렴 타당성(convergent validity)가 확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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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s Items
Factor 
loading 
value

AVE C.R. α

Brand 
Attachment

BA1 0.949 

0.878 0.966 0.953 
BA2 0.945 

BA3 0.948 

BA4 0.904 

Brand 
Intimacy

BI1 0.906 

0.826 0.950 0.930 
BI2 0.923 

BI3 0.885 

BI4 0.922 

Brand 
Trust

BT1 0.916 

0.774 0.932 0.902 
BT2 0.931 

BT3 0.869 

BT4 0.797 

Entertainment 
Motivation

ME1 0.881 

0.814 0.929 0.887 ME2 0.925 

ME3 0.900 

Information
-Seeking 
Motivation

MI1 0.782 

0.752 0.901 0.835 

MI2 0.883 

MI3 0.801 

MI4 0.813 

MI5 0.767 

Socializing 
Motivation

MS1 0.891 

0.878 0.966 0.953 MS2 0.856 

MS3 0.855 

Perceived 
Enjoyment

PE1 0.875 

0.784 0.935 0.908 
PE2 0.878 

PE3 0.921 

PE4 0.867 

Perceived 
Usefulness

PU1 0.907 

0.852 0.958 0.942 
PU2 0.943 

PU3 0.917 

PU4 0.924 

<Table 5> Factor loadings and Reliability 

별 타당성은 각 변수 간 측정값들 간에는 상

계가 얼마나 낮을 지를 나타낸다. 별 타당성을 

검증하기 해서는 추출된 평균분산 값(AVE)의 제

곱근이 구성 개념들 간 상 계수의 값을 상회하는 

방법(Fornell and Larker, 1981)을 통해서 검증하

다. 결과 <Table 6>과 같이 AVE 값의 제곱근이 

구성 개념간 상 계수 값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별타당성을 확보하 다. 

<Table 6> Discriminant Analysis

BA BI BT ME MI PE PU MS

BA 0.937 

BI 0.609 0.909 

BT 0.706 0.712 0.880 

ME 0.355 0.489 0.495 0.902 

MI 0.538 0.566 0.708 0.411 0.810 

PE 0.659 0.438 0.593 0.551 0.518 0.885 

PU 0.592 0.491 0.538 0.375 0.662 0.533 0.923 

MS 0.549 0.481 0.582 0.485 0.614 0.543 0.614 0.867 

*  BA : brand attachment, BI : brand intimacy, BT: brand 

trust, ME: entertainment motivation, MI: information-

seeking motivation, MS : socializing motivation, PE : 

perceived enjoyment, PU : perceived usefulness. 
** Diagonal delements are square roots of the average 

variance extracted.

상 계 분석결과 상 계수 0.6을 상회하는 변수

들이 존재하여 다 공선성을 의심할 수 있다. 이에 

모든 변수들의 VIF를 실시한 결과 가장 큰 값이 

2.27로 다 공선성의 기  값인 10을 넘지 않아 다

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 다.  

한 본 연구는 설문을 이용하 기에, 동일방법편

의(common method bias) 문제가 있을 수 있어 

Hamon one factor analysis(Podsakoff and Organ, 

1986)를 실시하 다. 그 결과 한 개 요인의 총 분산 

값이 26%로 동일방법평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4.5 구조 모형 분석  가설 검증

본 연구모형의 가설을 검증하기 하여 PLS의 

무작  표본 추출을 반복함으로써 경로계수의 t값

을 계산하는 방법인 부트스트랩핑(bootstrapping) 

이용하 다(Chin, 1998). 본 연구의 가설은 방향성

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단측 검정(one-tailed test)

을 사용했으며, t값이 1.645(유의수  = 0.05) 이상

인 경우를 가설의 채택 기 으로 삼았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Figure 2>와 같이 나타났다. 

본 연구의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 내생변수의 설

명력은 지각된 유용성 50.8%, 지각된 유희성 43.7%, 



The Relationship Between SNS and Firm’s Brand Trust in B2B Context    137

<Figure 2> The Result of PLS Analysis 

랜드 친 감 28.4%, 랜드 애착 51.5%, 랜드 

신뢰 62.5%로 모두 10% 기 을 크게 상회하면서 

설명력의 크기가 에 해당되어 연구모형은 합한 

것으로 평가된다(Cohen 1998). 

랜드 친 감(H1 : β = 0.449, t = 5.325)과 랜

드 애착(H2 : β = 0.432, t = 4.912)은 랜드 신뢰에 

유의한 정(+)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과 

2가 채택되었다. 랜드 친 감(H3-1 : β = 0.360, 

t = 4.027; H3-2 : β = 0.336, t = 4.258)과 랜드 

애착(B4-1 : β = 0.245, t = 2.523; H4-2 : β = 0.479, 

t = 5.911)은 트  기업의 SNS에 한 지각된 유

의성과 유의한 정(+)의 계를 보 으며, 지각된 유

희성과도 유의한 정(+)의 계를 가짐으로써 가설 

3과 4가 모두 채택되었다. 트  기업의 SNS에 

한 지각된 유용성과 유희성에 SNS 사용동기와의 

계를 살펴보는 가설 5,6,7을 검증한 결과를 살펴보면, 

정보  동기(H5 : β = 0.452, t = 6.164), 는 트  

기업의 SNS에 한 지각된 유용성과 유의한 정(+)

의 계를 나타냈으며, 사회  동기(H6-1 : β = 0.320, 

t = 2.924) 역시 지각된 유용성과 유의미한 정(+)의 

계를 나타냈다. 트  기업의 SNS에 한 지각

된 유희성은 사회  동기(H6-2 : β = 0.234, t = 

2.552)와 오락  동기(H7 : β = 0.341, t = 3.496)와의 

유의한 정(+)의 계를 보 다. 연구분석 결과 본 연

구에서 설정한 모든 가설이 채택되었다. 

5. 결  론

5.1 연구 논의 

본 연구 결과에서는 트 사의 기업 SNS 페이지

를 이용하는 정보 추구 동기(information-seeking 

motivation), 오락  동기(entertainment motivation), 

사회  동기(socializing motivation)가 각각 유용성

(perceived usefulness)과 유희성(perceived enjoy-

ment)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본 연구에서는 Fournier(1998)의 고객- 랜드 

계(customer-brand relationship)에 한 맥락에

서 B2B 기업의 SNS 페이지를 사용하는 구매자 는 

공 자와 트 사의 랜드 계를 인지  계와 

감정  계로 나 고 이들의 계가 궁극 으로 

트 사의 랜드 신뢰(brand trust)에 어떤 향을 

끼치는지 살펴보았다. 여기서 트 사의 랜드 신

뢰(brand trust)는 트 사의 기업 는 제품에 한 

신뢰뿐 아니라 향후 계에서의 책임감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정의하 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인지  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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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의미하는 랜드 친 감(brand intimacy)과 

감정  랜드 계를 의미하는 랜드 애착(brand 

attachment)은 모두 트 사의 랜드 신뢰(brand 

trust)에 정  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공 사 는 구매사의 기업 SNS 페이지를 활용

하면서 얻게 되는 랜드 계, 즉 랜드에 해 깊

이 이해하게 되고 정서 으로 정 인 감정을 얻게 

되면 그 기업/제품 랜드에 해 믿을 수 있고 의지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트 사의 

기업/제품 랜드는 향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

을 보상해주려고 애쓰는 등 계에 한 책임감에 

한 신뢰도 포함된다. 이러한 랜드 신뢰는 개인고

객과의 계에서 실증되었었으나(Hiscock, 2001; 

Delgado-Ballester, 2003; Delgado-Ballester and 

Munuera-Aleman, 2005; Han and Sung, 2005). 

본 연구에서는 기업과의 계에서도 랜드 신뢰 형

성이 정 인 향 계를 갖음을 실증하 다. 

본 연구는 Davis et al.(1992)의 연구를 제로 지

각된 유용성을 외재  동기인 인지  과정으로, 지

각된 유희성을 내재  동기이자 감정  과정으로 가

정하 다. 한, Fournier(1998)의 고객- 랜드 계

(customer-brand relationship)에 따라서 랜드 

친 감(brand intimacy)을 인지  계로, 랜드 

애착(brand attachment)을 감정  계가 트

사의 기업 SNS 사용에 한 지각된 유용성과 유희

성에 모두 정  향을 끼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이는 트 사의 기업 SNS를 사용하면서 느끼는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이 랜드를 알고 이

해하는 것에 향을 끼치는 동시에 랜드에 한 

정 인 감정에도 향을 끼친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트 사의 기업 SNS를 사용하면서 느

끼는 유희성(perceived enjoyment)은 랜드에 

해 정 인 감정에 향을 끼치는 동시에 랜드를 

이해하고 알려고 하는 정도도 높여 다는 의미이다. 

본 연구를 통해 기업 SNS 사용을 통해 인지  과정

에서 유용성을 느끼고 감정  과정에서 유희성을 느

끼게 된다면, 이는 랜드와의 인지   감정  

계에 정 으로 향을 끼친다는 것을 확인했다. 즉,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과 유희성(perceived 

enjoyment)이 높을수록 기업/제품 랜드에 한 

인지도와 호감도 양면에 한 정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해석될 수 있다. 

정보추구의 동기(informative-seeking motivation)

는 지각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Figure 2>의 결과를 통

해 알 수가 있었다. 사회  동기(socializing mo-

tivation)는 지각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

과 지각된 유희성(perceived enjoyment)에 비슷한 

크기로 정 인 향을 주는데 이는 사용자들이 

트 사의 기업 SNS 페이지를 통해 다른 참여자들

과 정보의 공유하고  문가 등과 네트워크를 확

장하면서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것뿐만 아니

라 그 자체로도 즐거움을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락  동기(entertainment motivation)는 지각된 

유희성(perceived enjoyment)에 향을 끼친다는 

가설이 증명되었다. 이는 트 사의 기업 SNS를 

활용하면서 업무와 계가 없는 취미나 여가생활과 

련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자체로 즐거움을 느낀

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를 통해 B2B 계에서 

기업의 SNS 페이지를 이용하는 동기를 정보추구 

동기(information-seeking motivation), 오락  동

기(entertainment motivation), 사회  동기(so-

cializing motivation)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한, 각 동기들이 유용성과 유희성 지각에 정

인 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공 자 

는 구매자가 트 사의 SNS에서 제품  업계 

정보를 획득하고 사회  동기를 충족하게 되며, 동

시에 오락  콘텐츠를 통해 지각하는 유용성과 유희

성이 높아진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기업은 자

사의 SNS 페이지에 지속 인 사용자들을 유도하기 

해 이러한 결과를 사용할 수 있다.

5.2 연구의 시사  

본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론  시사 은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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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SNS 환경에서 B2B 기업 에서 고객과의 

커뮤니 이션 계를 다룬 연구로 그 의의가 있다. 

기존에는 B2C 에서 다루어지던 SNS의 역할과 

활용에 한 연구를 B2B 기업 으로 확 하 다. 

특히, 랜드와 련한 SNS의 연구는 기업과 소비

자와의 계(Shim et al., 2013; Lee and Lee, 2015)

에서만 다루어졌던 것에서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에

서도 랜드 커뮤니 이션활동이 효과 이라는 것

을 실증하고 있다. 

둘째, 본 연구는 Fournier의 고객- 랜드 계

(customer-brand relationship) 이론 에서 랜

드에 한 인지  태도(ie. brand intimacy)와 감성  

태도(ie. brand attachment) 계를 통해 기업간의 

거래에 있어 랜드 태도를 확장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 자나 구매자 개인과 트 사의 랜드 

계에 용함으로써 랜드와의 인지   감정  

계를 총체 으로 살펴 으로써 B2B 에서 

랜드에 한 연구로 연구 역을 확장하 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SNS를 웹 기반의 신기술로 

정의하고 SNS의 사용된 지각된 유용성과 유희성과

의 랜드 계를 살펴보았다. 즉, 웹 기반의 기술인 

SNS를 활용하는 것은 고객이 랜드에 한 정

인 태도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NS의 활

용 동기와 SNS를 통해서 얻어질 것으로 기 되는 

이 에 즉, SNS가 가진 IT의 특성을 통해서 기업과 

랜드와의 계 형성이 이루어짐에 한 실증을 토

로 기업과 랜드와의 계의 선행요인들 간의 

계를 실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랜드 친 감(brand intim-

acy)과 랜드 애착(brand attachment)이 높아질수

록 랜드 신뢰(brand trust)가 높아진다는 것을 검

증했다. 이는 B2B 기업 간 장기 계를 구축하기 

해 랜드 신뢰(brand trust)를 잘 구축하기 해서

는 랜드 친 감(brand intimacy)과 랜드 애착

(brand attachment)으로 설명되는 인지 , 감정  

랜드 계를 잘 구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무  시사 은 아

래와 같다. 

첫째, B2B 기업은 SNS 활용을 통해 기업 는 

제품 랜드 신뢰(brand trust)를 높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트 사의 SNS 사용이 최종 으로 랜

드 신뢰(brand trust)에 정 인 향을 끼치는 것

으로 밝 졌다. B2B 기업의 마 커뮤니 이션 담

당자들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SNS를 마

 커뮤니 이션 수단으로 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업의 SNS 페이지 활성화를 해서는 정

보 이고 오락 인 요소  상호작용성을 동시에 신속

하게 제공해야 한다. Taylor(2014)에 따르면, B2B 

거래에 있어서 구매자 는 공 자는 문 인 정보

를 추구하는 욕구와 동종의 업계 종사자들과의 연결

을 통한 사회  욕구, 그리고 업계 종사자들과의 커

뮤니 이션을 통한 재미인 오락  욕구를 충족하기 

해 트 사의 SNS 페이지를 이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마 터들은 정보 달 측면에서 기업 는 

제품에 한 문  정보, 업계 주요 뉴스, 문 지

식 등을 빠르게 달해야 하며, 업계 종사자들과의 

커뮤니 이션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트 사의 SNS 페이지를 사용하는 구매

자 는 공 자는 활발한 방향 커뮤니 이션이 이

루어질 때 유용성과 유희성을 느낀다. SNS 페이지

를 사용하는 주요 동기  하나가 사회  동기인데, 

이는 계 맺기가 핵심 요소이다. 다른 매체와 달리 

SNS에서만 보이는 특징이기 때문에 방향 커뮤니

이션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를 

들면 업계에서 향력 있는 문가들의 참여를 늘리

거나 참여자들의 의견에 극 으로 피드백을 주면

서 참여자들의 범 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기업의 SNS 페이지 그 자체가 랜드 자산

으로 간주되고 리 되어야 한다. 본 연구결과에 따

르면, 랜드 자산에 속하는 기업의 SNS페이지를 

사용하면서 느끼는 즐거움과 업무  활용도 모두가 

트 사의 랜드를 이해하고 좋은 감정을 갖는 것

에 향을 다. 따라서 기업은 SNS를 랜드 자산 

리의 측면에서 지속 으로 리하고 업데이트하

며, 더불어 디자인과 콘텐츠 측면도 랜드 맥락으

로 일 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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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연구 한계   향후 연구

본 연구가 다양한 이론  시사 과 실무  시사

을 제공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이 보완되어야 할 한

계 이 존재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의 수는 PLS 분석

에 필요한 최소 요구 조건 이상이었지만 여 히 

B2B 시장의 규모로 봤을 때 많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재 기업들의 B2B 목 으로 SNS를 

활용이 크게 확 된 환경이 아닌 상황에서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져 데이터를 더 확보가 어려웠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좀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하여 연구

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서 B2B 환경에서도 SNS의 

활용이 효과 임을 실증 분석하 다는 데 그 의의가 

있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좀 더 B2B 환경의 특징

인 요소와 기업 SNS의 특징 인 요소로 확장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 자료 수집이 페이스북을 거 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연구에 활용된 SNS의 범 가 페

이스북 주로 수집되었다. 향후에는 좀 더 다양한 

SNS를 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랜드와의 계를 랜드 

친 감과 랜드 애착 계로만 한정하여 분석하

으나 그 외 다양한 형태의 랜드 계가 있을 것으

로 단된다. 향후에는 그 외 다양한 계에 해서

도 향 계를 추가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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