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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광고의 속성인식과 구전의도 비교연구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트위터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Attribute Recognition and Word of M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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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SNS미디어가 디지털 기술의 혜택으로 물리적인 접근성의 편리와 콘텐츠가 갖는 오락성·상호작용성 등의 새

로운 미디어의 특장점으로 미디어 점유율을 높이며, 이용자들의 생활의 일부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미디어 콘텐츠 소

비자들이 기존 전통 미디어에서 SNS로 대거 이동함에 따라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활동도 페이스북 등 앞서가는 SNS

플랫폼에 발빠르게 적응해 가는 중이다. 본 연구는 미디어 콘텐츠의 생성과 소비 시스템이 서로 비교적 유사한 페이

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트위터를 중심으로, 사용자들이 각각의 SNS에서 네 가지 광고속성을 어떻게 인식하

는지를 비교하고, 이 속성들이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또 이를 통한 효과적인 SNS 운용에 대해 논

의하였다.

주요어 : SNS 광고, 속성인식, 구전의도

Abstract SNS media is gaining its media share with the benefits of digital technology, such as the convenience 
of physical access and the entertainment and interactivity of contents, and are becoming a part of users' lives. 
As media contents consumers move from traditional media to SNS, marketing communication activities are 
rapidly adapting to leading SNS platforms such as Facebook. This study compares how users perceive four 
advertisement attributes in each SNS, focusing on Facebook, Instagram, Kakao Story, and Twitter, where the 
media content creation and consumption systems are relatively similar to each other. The impact on eWOM 
intention was identified. In addition, we discussed effective SNS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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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SNS(Social Network Service)는 사용자간의 자유로

운 의사소통과 정보공유,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생

성・유지・강화시켜주는 온라인 플랫폼을 의미한다[1].
현재 모바일 기술환경의 개선과 스마트폰의 보급확산,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SNS서비스들이 활성화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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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트위터의 SNS

기능특성

Table 1. Basic SNS function characteristics of Facebook,

Instagram, Kakao Story, and Twitter

Criteria Type Characteristic SNS

Communic

-ation

target

Open

SNS

Anyone can access

the contents. Can

be associated with

an unspecified

majority

Facebook,

Tweeter

Closed

SNS

Network formation

centering on

offline connections

or common

interests such as

friends

Instagram,

KaKaoStory

Social

Media

Character

Expressi

-on

Type

Purpose of full

sharing and

exposure. Anyone

can search for

contents posted on

Tweeter

SNS활동은 이미 우리 일상생활의 일부로 들어와 있다.

KSIDSTAT REPORT의 2018. 6월 자료[2]‘SNS

이용추이 및 이용행태 분석’에 따르면, SNS이용에 있어

서 연령대로는 20대의 이용률이 83.0%로 가장 많고, 그

다름으로 30대(69.2%)를 나타낸다. 또 서비스사별 이용

률 순위는 페이스북(35.8%) - 카카오스토리(31.7%) -

트위터(13.3%) - 네이버 밴드(9.8%) - 인스타그램

(6.4%)의 순서로 나타났다. 성별 SNS 선호도에서 남성

은 카카오스토리 이용률이 10% 이상 하락하면서 페이

스북, 트위터 선호도가 공고해지지고, 여성은 카카오스

토리 이용에 집중되던 양상에서 카카오스토리, 페이스

북, 인스타그램 등으로 서비스 콘텐츠 이용이 다양해지

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 SNS 주 이용세대인 20대의 페이스북 이용률이

여전히 높고, 인스타그램 이용률이 12.4%로 전년대비

크게 상승하면서 20대가 인스타그램 이용확산을 주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18년 모바일 포함 온라인

거래액이 100조원대를 넘어섰고, 국내 소비자중 대다수

인 10명중 8명 이상이 쇼핑정보수집으로 모바일을 활용

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3]. 이처럼 상당부분의 미디

어 콘텐츠소비가 SNS서비스인 모바일을 통해 소비되

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을 향한 기업들의 SNS미디어 마

케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4].

순수 국내 SNS브랜드인 카카오톡은 카카오에서

주로 광고수익을 발생시켰는데 매출액은 PC광고를 능

가하고 있다[5].

그동안 SNS광고 분야에 대한 연구들은 꾸준히 증

가하여, 광고주체/수용자 특성과 관련된 주제, SNS광고

메시지 내용에 따른 효과 등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제는 SNS서비스의 종류도 늘어나고 어느 정도 우

리 생활에 정착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는

데, 연구의 새로운 방향으로 서로 다른 SNS광고들에

대해 속성들의 차이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즉 서로의

비교위위의 속성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는 마케팅 커

뮤니케이션 전략을 준비 하는데에 어떤 의미를 가질 것

인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선행논문으로 안대천 외[6]는

블로그와 트위터, 그리고 페이스북, 유튜브를 대상으로

연구했는데, 이들 대상은 운영 시스템·콘텐츠 공유 방

식이 서로 상이한데, 본 연구대상에서는 SNS광고속성

의 차이를 비교하는 데에 운영 시스템과 콘텐츠 공유방

식 등이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페이스북, 인

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트위터를 중심으로 비교분석

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인 이들 4개의 SNS광고는 현재

국내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SNS

마케팅 전략과 크리에이티브 전략 수립에 의미있는 기

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Ⅱ. 이론적 배경

1. SNS의 특성과 마케팅 도구로서의 활용가치

1) SNS의 특성

SNS(Social Network Service)는 소셜 네트워크기

반으로 사용자간에 의견, 경험 등을 공유하고 서로 관

계를 생성・유지하게 해주는 온라인 플랫폼[7]으로서,

인터넷 이후 소통을 위한 최적화된 미디어로 발전하고

있다.

SNS광고는 기존의 전통 미디어와 다른 특성[1]을

가지는데, 먼저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으로서 이용자의

즉각적인 반응확인이 가능하고, 이용자의 자발적인 참

여로 광고 등의 콘텐츠들이 신속하게 공유·확산될 수

있다. 또 맞춤형 광고를 전달함으로써 광고효과를 극대

화 할 수 있다. 더구나 SNS 플랫폼 특성상 간단한 다

른 광고 미디어에 비해 광고비가 저렴한 편이다. 이들

네 개의 SNS기능특성은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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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one else's

page, whether or

not they join in the

service.

Relation

Type

Relationship

building and

friendship.

Posted contents

can optionally be

made public or

private. Can set

the target to be

visible.

Facebook

Sharing

Type

Focus on content

sharing. Link to

bulletin boards and

blogs.

Instagram

Providing

features

Profileba

-sed

Anyone can join

without

restrictions.

Facebook,

KaKaoStory

Interest

based

Services that only

share certain

interests, such as

photos, videos, and

reviews.

Instagram

Microb

-loging

Targeting niche

market with short

service

Tweeter

2) 마케팅 도구로서의 활용가치

SNS(Social Network Service)기술 발전의 혜택을

발빠르게 이용중인 분야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분야

이다. 특히 모바일(Mobile)로 구동되는 스마트폰의 거

듭된 진화는 모바일 소통 중심 사회로의 진입을 이끌면

서, 광고 미디어 도구의 최적 활용가치로써 주목받고

있다.

가. 페이스북(Facebook): 2004년 서비스를 시작, 회

원수 등에서 세계적인 리더의 위치 확립. 2012년 인스

타그램을 인수. 사용자 프로필에 기반을 두어 관계가

형성되며, 관심사에 대한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다. ‘좋

아요’를 클릭한 수를 보고 관심과 반응이 확인되며, 친

구가 누른 콘텐츠도 이용자에게 노출되므로 마케팅 효

과가 높다.

나. 인스타그램(Instagram): 사진 및 동영상 컨텐츠

를 위주로 2010년부터 시작했고, 2015년부터 국내 광고

서비스를 시작했다. 네트워크 형성에서는 상대방의 허

락없이 팔로잉이 가능. 비공개 계정일 때, 상대방이 수

락해야 게시물 열람 가능. 해시태그를 이용해 원하는

콘텐츠를 쉽게 검색한다.

2017년도 인스타그램 이용률[8]이 12.4%. 20대가 인

스타그램 이용 확산을 주도. 지속적으로 기능을 개선

중인데, 한 개의 게시물에 최대 열장의 사진을 올릴 수

있으며 동영상을 섞어서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3세대

로 분류할 수 있는 인스타그램은 이른바 버티컬 SNS

플랫폼으로 묶으면서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하기 때

문에 관련 콘텐츠 유통 및 서비스 이슈화에 유리한 마

케팅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다. 카카오스토리(KakaoStory): 카카오스토리의 모

브랜드인 카카오톡은 주식회사카카오(2006년 12월 설

립)가 2010년 3월 출시한 모바일 Instant Messenger로

2011년 4월 1,000만명 가입자를 돌파하였으며 출시 2년

반이 지난 2012년 9월 현재 6,000만명을 넘어서는 등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의 95%가 사용하는 국민 애플리

케이션이다[9]. 네트워크로는 ‘친구신청’후 상대방의 수

락 필요. 이용이 비교적 쉬운 장점이 있다. 수익모델로

는 디지털아이템(이모티콘), 광고(플러스친구), 마켓플

레이스(게임센터 등) 등이 있다.

라. 트위터(Twitter): 2006년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상대방이 허락하지 않아도 일방적으로 팔로워(follow)

로 등록된다. 140자 이내의 단문으로 소통하며 리트윗

(Retweet)을 통해 정보를 확산시킨다.

트위터가 성공한 이유는 폐쇄적인 네트워크가 아닌

개방적인 네트워크로써 사용자들의 참여를 원활하게

하며 이슈에 따라 전파속도가 빠르고 데이터의 완전한

개방과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application

Program Interface)의 발달로 신뢰성을 증가시켰기 때

문이다. 또 기존의 SNS의 단순한 잡담이나 신변잡기의

도구에서 탈피해 재난 및 위기상황 등에서 현장감 있고

신속한 미디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엄청난 전파

력으로 인해 개인홍보 또는 기업홍보의 도구로 사용되

기도 한다[10].

2. SNS 광고속성과 구전의도

1) SNS 광고속성

기존 매체인 오프라인 매체의 광고가치 평가요인으

로 Ducoffe[11]가 도출한 정보성, 오락성, 성가심 등은

많은 학자들이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 광고에도

동일한 모델을 적용하여 영향력을 입증하였다. 국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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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안대천·김상훈[6]은 정보성·오락성·신뢰성·방해

성을 도출하였고, 차문경·이희정[12]은 정보성·오락성·

방해성·신뢰성·상호작용성을 도출하고 광고태도와 구매

의도 등에 의미있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가장 중복적으로

연구된 정보성·신뢰성·유희성·상호작용성 요인으로 연

구를 진행하였다.

가. 정보성

정보성은 상품 등에 대한 정보전달로 사용자들을 만

족시키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13], 기본적인

광고의 속성이다. 상품 등에 관한 기본적 정보전달 임

무는 소비자가 광고를 따를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본적

인 요소이고[14], SNS상에서의 구전정보는 기업이 전

달하는 정보에 비해‘살아있으며. 참여자들에게 더욱 세

분화되어 생동감이 있다.

Nisbett and Ross[15]는 정보의 생동감은 정보를

주목하게 하며, Grewal, Cline and Davies[16]도 정보의

생동감이 정보 사용자에게 더 큰 상호작용을 일으킬 것

이라고 하였다. SNS로 인해 발생되는 온라인 구전은

자기 자신이 원하는 유용성이 높다고 지각되는 정보를

접하는 경우 소비자는 이를 더욱 수용하려 하고 제공받

은 정보 및 서비스에 대해 신뢰를 형성하게 된다[17].

이러한 생생하고 구체적인 정보전달의 유용성은 구전

활동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을 예상 할 수 있을 것

이다.

나. 신뢰성

SNS에서 신뢰는 관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므로

SNS의 주요 속성이 된다. 즉 네트워크 기능에 동반되

형성되므로 기초적인 주춧돌의 구실을 한다고 볼 수 있

겠다. Liu et al.[18]은 온라인에서의 신뢰요인과 다른

요인과의 관계에 대해 연구 하였는데, 관계요인이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신뢰는 관계 형성에 기초적인

주춧돌 역할을 하며, 기업들이 가장 먼저 중요하게 다

루어야 할 요인인 것이다.

소비자들은 상품구매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매스미디어보다 자신의 지인이나 사용자의 추천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알려져. 기업 메시지의 경우, 친구나

지인들에 의해 전달될 경우 더 수월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다른이들에게 전달하므로 손쉽

게 구전효과가 일어나게 된다. 결국 SNS상에서 소비자

들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구전 커뮤니케이션

으로 볼 수 있으며, 제품사용해본경험자인 소비자가 전

하는 정보를 더 신뢰한다고 할 수 있겠다[19].

또 온라인 구전은 여러 사람들로 이뤄지며, 시·공

간 제약 없이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추와

김[20]은 ‘신뢰감,’ ‘규범적 영향,’ ‘정보성’이 SNS의 커

뮤니케이션 효과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보고

하였다. 즉, SNS에서 소비자들은 신뢰성 높은 이들이

전하는 정보를 더 쉽게 받으며 이를 다른이들에게도 전

하려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뢰성은 SNS 광고속성

요소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다. 유희성

유희성은 SNS를 이용하면서 느끼는 재미, 즐거움과

흥미에 대해 스스로 지각하는 정도로, 웹 상에서 이용

자 스스로가 타인의 개입 없이 무엇인가 새로운 선택과

시도를 할 때 느끼는 자유감, 융통성, 혹은 독창성과 같

은 경험을 의미한다[17].

이러한 SNS의 유희성으로써 이용자는 긍정적 감

정을 일으키며 지속적 이용의도를 증진시키는 몰입

(flow)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놀이와 마케

팅이 결합된 엔터마케팅(enter-marketing)으로[21] 활

용된다. 또한 모바일 광고태도에 대해서 광고 유희성의

영향력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22], 테일러 외

[23]의 SNS광고연구에서 광고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Agarwal and Karahanna[24]도 정보시대에 있어서

즐거움, 개인적 혁신성이 인지적 몰두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이를 통해 지각된 유용성, 사용 편리성 등이 향상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 SNS는 개인의 일상사 등을

공유하고 나누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단순한 재미를 위

해 SNS를 이용하기도 한다.

유희성이 높은 구전정보는 해당 브랜드에 대해 관

심을 끌게 하므로 광고주는 게재되는 정보에 대한 효과

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25].

라. 상호작용성

상호작용성은 “소통 미디어에 반응하고, 게시물에 반

응하고, 또 그러한 영향이 동시에 발생하는 정도”로 정

의할 수 있다[26]. Heeter[27]는 상호작용성을 멀티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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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의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간주하였으며 정보 및 콘텐

츠 측면과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촉진이라는 두 개 차원

의 상호작용을 포함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성의 속성은 그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미디어 이용자들은 서비스를 보다 자주 이용하게

되어 온라인에서의 활동을 확장하는 경향이 있다[28].

또 상호작용성(intractive)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관계를 통한 마케팅 성공의 주요 요소로써 연

구되어 왔다. 또 다양한 기기를 통한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환경이 이루어짐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는 지속적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되면서,

상호작용성을 매체특성의 관점이 아닌 기업과 소비자,

소비자간의 관계구축을 위한 전략 수단으로도 볼 필요

가 있겠다[29].

특히 온라인상에서의 상호작용은 상업적 수단으로

써 정보의 빠른 확산에 기여하였다[30]. 즉 상호작용의

수준이 높을수록 SNS에서의 정보공유가 그만큼 활발

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마

케팅 툴과는 다르게 SNS를 통한 기업의 마케팅에서는

목표대상자에게 직접적인 소통과 낮은 비용, 그리고 신

속한 정보전달과 확산, 피드백이 가능한 것이 특장점이

겠다.

2) 구전의도

구전(WOM: word of mouth)은 상품 및 서비스의 평

가와 관련된 개인 간 비공적인 커뮤니케이션 유형으로

해당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타인의 태도 및 행동변화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을

말한다[31]. 따라서 구전의도(WOM Intention)는 상품

및 서비스 구매 후 갖게 되는 소비자의 긍정 또는 부정

적인 감정과 이미지를 타인에게 전하려는 의도라고 정

의할 수 있다. 즉, 구전은 특정 제품, 서비스 및 브랜드

에 대한 소비자경험에 대해 두 사람이상에서 이루어지

는 정보, 메시지, 견해, 평가, 논평 등의 확산과 전달 등

커뮤니케이션 활동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오늘날 인터

넷 기반의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등의 다양한 구전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등장하면서 소비자 평가 등의 경

험 교환이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촉매가 되었다. 즉, 구

전효과는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광고보다 소비자

들의 제품 및 서비스 구매의사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

치게 된다[32].

구전이 특정 상황에서 발생되며, 인지적 요소들과

뿐만 아니라 정서적 요소도 모두 포함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소비자들이 경험한 특정 상품 및 서비

스에 대한 정서적인 부분은 구전행동을 통하여 타인의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33]. 홍효숙[34]은 제품

및 서비스에 만족을 경험한 소비자의 구전이 가장 좋은

판매원이 된다고 하면서 구전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4종류

의 SNS광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속성인식과 구전의도

를 연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

다.

연구문제 1.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트위터는 SNS광고속성인 정보성, 신뢰성, 유희성, 상호

작용성에서 각각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2.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트위터는 SNS 광고속성인 정보성, 신뢰성, 유희성, 상

호작용성 중 어떤 속성이 구전의도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1. 연구방법

1) 자료수집

국내에서 운용중인 대표적인 SNS인 페이스북, 인스

타그램,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등 4가지 각각에 대한 실

사용자들에 대한 설문을 2019.6.10~6.20일 동안 충북소

재 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표집 하였다. 설문지는 모

두 350부를 배포하고 회수하였는데, 4가지 SNS를 모두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의 설문과 불완전한 설문지는 모

두 제외하고 최종 291부(남 123, 여 167)를 분석자료로

이용하였다. 피험자의 평균연령은 남성이 23세, 여성이

21세로 나타났다.

2) 변인의 조작적 정의 및 설문항목

연구를 위한 변인으로는 기본적인 것으로 인구통계

학적 요인인 성별 / 연령과 유형별 SNS의 일일 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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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SNS 광고속성의 조작적 정의와 설문문항

Table 2. Operational definition and questionnaire of

SNS advertisement attribute Simulation

Parameters

Attrib

-ute

Operational

definition

Questionnai

-re

Prior

research

Infor-

matio

-n

t is a quality,

accurate, specific,

realistic, and good

source of

information when

each individual

consumer makes a

choice about a

product.

1.Provide

accurate

information.

2.Very

detailed

3.Provides

very

realistic

information.

4.Good

source of

information.

Taylor &

Todd, 1995

[35]

Cred-

bility

The degree of

consumer perception

of the authenticity of

the advertising

message.

1.it's

reliable.

2.it's fair.

3.it's honest.

Kozinets et

al. 2010[36]

Playf

-ulne

s-s

The amount of

positive emotions

such as fun,

entertainment,

joyfulness in

advertising

1.Interestin-

g

2.Entertain

me.

3.funny.

Bickar &

Schindler,

2002

[19]

Intera

-ctivi

t-y

Information and

content aspect.. And

the exchange aspect

as facilitating

interpersonal

communication. The

degree to which

people actively

participate in

communication

activities.

1.I'll click

on the link.

2.Will

search.

3.Allows

instant

communicat

-ion with

other

participants

4.Gives me

the feeling

of being

close to

these

products.

Ko, H, Cho,

C. H., and

Roberts, M.

S, 2005[38]

표 4. SNS 유형별 일일 사용시간 평균

Table 4. Average daily usage time comparison by SNS type

Usage time
Facebook Instagram KaKaoStory Tweeter

% % % %

Less than 15 
minutes

37.5 26.8 66.7 84.5

15 -30 minutes
under

17.9 12.4 21.3 4.5

30-1hours 17.9 22.7 8.6 5.8

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4개 유형에 대해 SNS광

고속성인 정보성, 신뢰성, 유희성, 상호작용성을 측정하

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설문문항들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Table 2]와 같이 수정을 가하여 사용하였

다. 4개의 SNS속성에 대한 문항 모두 전혀 그렇지 않

다 1부터 매우 그렇다 7까지 7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또 각 SNS광고속성 요인에 대한 설문항목의 신뢰도는

[Table 3]과 같이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표 3.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트위터에 대한 광

고속성 요인의 신뢰도 계수.

Table 3. Cronbach ’s alpha on SNS ad attribution factors for

Facebook, Instagram, Kakao Story, and Twitter

SNS Type
SNS Advertising

Attribute Factor

Number of

items

Cronbach’-s

alpha

Facebook

Information 4 .882

Credibility 3
.906

.905

.836

.865

Playfulness 3

Interactivity 4

WOM Intention 3

Instagram

Information 4 .881

Credibility 3 .904

Playfulness 3 .947

Interactivity 4 .870

WOM Intention 3 .901

KaKaoStor

y

Information 4 .927

Credibility 3 .905

Playfulness 3 .902

Interactivity 4 .914

WOM Intention 3 .910

Tweeter

Information 4 .939

Credibility 3 .927

Playfulness 3 .917

Interactivity 4 .928

WOM Intention 3 .930

Ⅳ. 결과분석

1. 설문참여자의 SNS유형별 일일사용 시간

[Table 4]와 같이 트위터 사용시간이 가장 짧은 것을

확인 할 수 있고, 카카오스토리가 그 뒤를 잇는다. 페이

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데, 30분 이상 2시간 미만 사용하는 경우 인스타그램이

앞서는 것이 돋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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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1-2hours
under

18.2 23.4 2.4 2.4

More than 2 
hours

8.6 14.7 1.0 2.7

Total 100 100 100 100

표 6. 회귀분석; 페이스북 구전의도

Table 6. Average Regression analysis, Dependent

variable : Facebook Word-of-Mouth Intention

Facebook
SNS Advertising 
Attribute

Unstandaedi
-zed 
Coefficients

Stand
aedize
-d 
Coeffi
-cient
-s

t  p

B Std. 
Error

  

Beta

Information .195 .067 .188
2.91

4
.004

Credibility .150 .066 .146
2.27

5
.024

Playfulness .047 .047 .049
1.01

3
.312

Interactivity .440 .054 .442
8.10

5
.000

Gender .175 .099 .074
1.76

2
.079

Facebook 

Usage Time
.056 .039 .063

1.43

0
.154

표 7. 회귀분석; 카카오스토리 구전의도

Table 7. Average Regression analysis, Dependent

variable : KaKaoStoryWord-of-Mouth Intention

KaKaoStory
SNS Advertising
Attribute

Unstandaedi
-zed 
Coefficients

표준화
계수

t  p

  B Std. 
Error

Beta

Information
-.0

36
.056 -.034

-.6

33
.527

Credibility .240 .055 .248
4.38

3
.000

Playfulness .058 .044 .064
1.32

9
.185

Interactivity .628 .046 .636 13.7 .000

2. SNS 유형별 / 성별 광고속성인식의 차이

연구문제 1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트위터는 소셜미디어 광고속성인 정보성, 신뢰성, 유희

성, 상호작용성에서 각각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

이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SNS속성의 평균에 대한

t-test를 실시한 결과 [Table 5]와 같이 일부 성별에 따

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5. SNS 유형별 / 성별, SNS광고 속성인식의 평균차이

Table 5. Average Difference of Attribute Recognition on

SNS Advertising ; By SNS Type, Gender

    Information Credibility Playfulness Interactivity

m/f mean t mean t mean t mean t

 F
 m 2.7866

-1.65
3

2.6233
.131

4.3794
-.211

3.4817
-1.90
5

 f 3.0165 2.6048 4.4112 3.7575

 I
 m 3.4959 *

-2.28
2

3.6098
-1.79
6

4.5908 ***
-3.75
0

5.3523 ***
-5.02
7 f 3.7924 3.8463 5.1557 6.1936

 K
 m 2.1504

-1.15
0

2.3144
-7.71
7

2.4146
-0.00
4

2.1646
-1.47
9

 f 2.3189 2.3972 2.4152 2.3308

 T
 m 2.0894 ***

-3.26
1

2.1220 ***
-3.13
6

2.4038 ***
-2.88
4

2.2439 ***
-2.99
6 f 2.5359 2.5269 2.8723 2.6542

p<.001
***

, p<.05
*   *m: male, f: female  *F:Facebook,   I: 

Instagram K: KaKaoStory T: Tweeter

먼저 인스타그램에서 정보성, 유희성, 상호작용성에

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 트위터에서는 네 개 속성인 정보성, 신뢰성,

유희성, 상호작용성 모두에서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3.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2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트위터는 소셜미디어 광고속성인 정보성, 신뢰성, 유희

성, 상호작용성 중 어떤 속성이 구전의도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4가지 SNS 각각의

SNS광고속성 요소들에 대해 [Table 6] - [Table 9]와

같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페이스북에 대한 구전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은 상호작용성, 정보성, 신뢰성으로 나타났으며, 상

호작용성이 가장 지배적인 속성으로 나타났다.

p<.05
*

다음 [Table 7]은 카카오스토리에서 SNS광고속성인

정보성, 신뢰성, 유희성, 상호작용성은 구전의도에 어떻

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였다. [표 7]에 나타난 바

와 같이 상호작용성과 신뢰성이 구전의도에 영향을 미치

며, 상호작용성의 영향력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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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Gender
-.0

01
.063 -.001

-.0

22
.983

KaKaoStory

Usage Time
.048 .039 .042

1.23

6
.217

표 8. 회귀분석; 인스타그램 구전의도

Table 8. Average Regression analysis, Dependent

variable : Instagram Word-of-Mouth Intention

Instagram
SNS Advertising 
Attribute

Unstandaedi
-zed 
Coefficients

Stand
aediz
e-d 
Coeff
i-cie
nt-s

t  p

  B
Std. 
Error

  

Beta

Information .019 .054 .019 .361 .718

Credibility .160 .052 .158 3.114 .002

Playfulness .243 .041 .280 5.897 .000

Interactivity .383 .038 .500
10.13

0
.000

Gender .048 .084 .022 .565 .573

Instagram

Usage Time
-.01

1
.033

-.01

5
-.348 .728

표 9. 회귀분석; 트위터 구전의도

Table 9. Average Regression analysis, Dependent

variable : Tweeter Word-of-Mouth Intention

Tweeter
SNS Advertising 
Attribute

Unstandaedi
-zed 
Coefficients

Stand
aediz
-ed 
Coeff
-icie
-nts

t  p

  B
Std. 
Error

  

Beta

Information .126 .057 .125 2.209 .028

Credibility .142 .058 .133 2.461 .014

Playfulness .156 .045 .183 3.464 .001

Interactivity .485 .057 .486 8.499 .000

Gender
-.03

8
.075

-.01

7

-.50

8
.612

Tweeter

Usage Time
.033 .049 .025 .661 .509p<.05*

[Table 8]은 인스타그램에 대한 4개 속성들의 구전

의도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한 것인데, 신뢰성, 유희성,

상호작용성에서 유의미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배적인 영향력 요소로는 상호작용성이 가

장 크게 드러났다.

p<.05
*

[Table 9]는 트위터에 대한 SNS광고속성인 정보성,

신뢰성, 유희성, 상호작용성이 구전의도에 어떻게 영향

을 미치는지 드러난다. 트위터의 경우 정보성, 신뢰성,

유희성, 상호작용성 모두 영향인자로 드러났으며, 상호

작용성이 지배적인 영향요소로 나타났다.

    p<.05
*

Ⅴ. 결론 및 논의

커뮤니케이션의 전달개념에 익숙한 전통미디어는 새

로이 등장한 신생 디지털미디어에 상당히 많은 부분의

역할을 물려주고 있는데, 미디어 기술의 발전과 미디어

소비자의 적극적 소비행동은 미디어 컨텐츠의 생산・
유통・공유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고 있다. 특히 Social
Network Service로 구현되는 다양한 SNS플랫폼은 모

바일의 기술로써 다양한 미디어 컨텐츠들로 소비자들

을 끌어들이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해외에서 유입된 대표적인 SNS플

랫폼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이 있으며,

국내에서 개발된 것으로는 카카오톡과 밴드 등이 이용

되고 있다. 이러한 SNS플랫폼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구현하는데 매력적인 도구로써 기능하기 시작

했는데, 기존의 전통 미디어와는 매우 다른 기능적 특

성으로 이미 2018년 광고비 취급에서 기존 전통미디어

를 앞서기 시작했다.

이러한 때에 본 논문에서는 SNS유형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트위터에 대해 SNS광고의

고유속성인 정보성, 신뢰성, 유희성, 상호작용성 등의 속

성들이 각각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이들 SNS 미디어

주사용자인 대학생층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현재 이들 집단은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의 주사용자들

로써 현재와 미래의 미디어 소비행동에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으므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실행하

는 실무자들에게는 관심층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충북지역 남녀 대학생 291명을 편의표본 샘플링하

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SNS유형별 일일사

용시간 평균 비교에서 트위터의 경우 가장 짧은 시간의

이용시간을 보였고, 대체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

용시간으로 집중되고 있었다. 특히 사용시간에서 인스

타그램이 페이스북 보다도 사용량이 앞서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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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유형별 / 성별 광고속성인식의 차이 분석에서는

특히 인스타그램에서 의미있게 남성을 앞서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트위터는 사용시간은 작으나, 4개 속성

모두에서 남성을 앞서고 있었다. 또한 페이스북, 인스타

그램,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각각에 대한 SNS광고속성

들의 차이 분석에서는 4가지 유형 모두 상호작용성이

구전의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새롭게 20 – 30대 소비자들의 이용률이 늘고 있

는 인스타그램의 경우 상호작용성과 함께 유희성의 차

이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드러난 두드러진 결과는 페이스북과 트

위터가 정보성에서 다른 두 가지 SNS 미디어 보다 도

높게 나타나났는데, 상품광고에서 상품의 이미지 보다

는 상세한 정보가 요구되는 경우 페이스북 매체가 더

유리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트위터의 경우 속성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나 실제 사용자 규모에서 떨

어지는 상황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반변 인스타그램의

경우 사진과 동영상 등의 콘텐츠에 특화된 미디어로서

상품의 이미지 소구가 필요한 대상인 경우 유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로 추론되는 것들은 조사대상과 지역

적 한계로 인하여 일부분적인 것으로 한정 할 수 있다.

차후 연구로는 연령대와 구체적인 실험적 상품의 적용,

지역적 한계를 확장하여 연구의 한계를 극복한 의미 있

는 연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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