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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에 대한 관광객의 관계 지향성을 조직지식보급, 상호작용수단제
공, 핵심서비스 성과, 조직공헌 인지 등으로 분류한 후 이들 요인들이 관계가치, 관계몰입, 
충성도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들 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통합적으로 
연구하고자 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social network services for tourism. In detail, the relationship among relation 
oriented activities, relation value, commitment and loyalty is analyzed in this paper.

키워드

SNS(Social Network Service), relation oriented activity, relation value, commitment, loyalty

Ⅰ. 서  론

가상공동체는 그 특성상 기업들이 특정 고객집단

에 접근하는데 있어 용이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기

업에게 전략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1]. 특히 인터넷
상에서 기업이 고객 간의 관계를 형성, 유지 및 발

전시킬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가상공동체

의 구축 및 운영임을 많은 연구자들이 이미 주장하
고 있다. 가상공동체는 구성원들의 자발적이며 적

극적인 참여와 상호작용을 통해 유지, 발전된다. 
따라서 이런 공동체를 위한 구성원들의 긍정적이
고 바람직한 행동 즉 친공동체적 행동(유지, 참여 

등)을 유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2]. 이러

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공동체 구성원의 친 공동체
적 행위를 유발하기 위해 필요한 공동체의 관계지

향적 활동 및 이러한 활동과 몰입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실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먼저 가상공동체에 대한 몰입과 

공동체 구성원들의 친 공동체 행동(관계유지, 공동

체 애호)간의 관계를 살펴본 후, 공동체의 몰입을 

위해 필요로 되는 공동체의 관계 지향적 활동(조직

지식보급, 상호의존성증대, 핵심서비스성과, 공헌

인지)이 커뮤니티 몰입을 매개하여 충성도에 행동
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 하되 그 연구대

상은 관광객으로 한정한다. 그 이유는 관광활동자

체가 관계지향적인 성격이 강하여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SNS공동체

공동체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지만, 현대 
사회학에서는 공동체 구성을 위한 주요 요소로서 

지역성, 사회적 상호작용, 공동의 연대를 포함하고 

있다. 공동체가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
인 집합을 의미하듯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동체 

역시 공통의 주제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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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참여하고, 이들 간의 상호관계가 형성되고 유
지하기 위한 의견과 정보가 교류되기 때문에 이를 

가상공간내의 사이버공동체라고 일컫는다[3,4]. 오

늘날의 관광산업은 각국의 경제성장과 고용 및 부
의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발달과 Social Commerce(소셜

커머스)에 의한 공동구매(상거래), 광고, 소셜미디
어, LBS(위치정보)적 요소가 결합되어, 지역에 기

반을 둔 서비스업 광고 수단의 한계가 해소 되고 

있다. 특히 최근 스마트폰 확산과 SNS 열풍으로 
인해 SNS를 기반으로 한 여러 비즈니스 모델이 부

상하면서 공동구매 방식의 소셜커머스가 각광 받

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관광업체로 하여금 기업
규모 및 가치사슬 내 위치에 관계없이 최종 소비자

와 직접 대면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관광산업 

구조의 근본적인 변형을 초래하고 있다.

2. 관계가치

관계가치의 개념화는 비즈니스와 서비스마케팅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보다 높은 단계의 상호작용구

조와 관계차원으로 정의되고 있다[5]. 기업관점에

서 본 고객가치는 특정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얼마나 지불 할 수 있느냐를 측정하는 것인

데 이는 평생고객가치라 한다[6]. 최근의 연구에 의

하면 고객가치를 고객관계의 예측과 관계마케팅에 
적용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 이러한 연구

에 의해 개발된 변수가 관계가치이다[8].
 
3. SNS 관계지향적활동, 관계가치, 몰입과의 관계

공동체가 성공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먼저‘왜’ 
그리고 ‘누구를’ 위해 공동체가 존재하는지 명확하
게 전달하여야 한다. 공동체가 생성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수준에서 공유할 수 있는 한 개 

혹은 그 이상의 주제를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중요
하다고 지적하였다[9].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4. 관계가치와 몰입간의 관계

관계가치와 몰입간의 관계는 양자가 모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0]. 그러므로 관계가
치에 의한 신뢰와 몰입과의 영향관계는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11]. [12]에 의하면 관계에 의한 편익

에 몰입이 선행한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두 변수간
의 관계에서 실증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계가치의 전후관

계에 대한 영향력은 [13]에 의해 관계가치와 몰입
의 영향관계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Ⅲ. 연구방법

1. 연구가설의 설정

 1) SNS 관계지향적활동, 관계가치, 몰입과의관계 

H-1: SNS의 조직지식의 보급은 구성원들의 관계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SNS의 조직지식의 보급은 구성원들의 몰입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SNS의 상호작용수단의 제공은 멤버들의 관
계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SNS의 상호작용수단의 제공은 멤버들의 몰

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SNS의 핵심서비스성과의 제시는 멤버들의 

관계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6：SNS의 핵심서비스성과의 제시는 멤버들의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7：SNS의 공헌 인지는 멤버들의 관계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8：SNS의 공헌인지는 멤버들의 몰입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관계가치와 몰입간의 관계 

H-9：SNS의 관계가치는 구성원들은 몰입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 
 3) 관계가치, 몰입, SNS이용자 충성도간의 관계 

H-10：SNS의 관계가치는 구성원들은 SNS의 충

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SNS의 몰입한 구성원들은 SNS의 충성도
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연구모형의 설정

    그그그그림림림림    1111....    연연연연구구구구모모모모형형형형

3. 표본설계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SNS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네

가지의 활동을 제안하고 그에 따른 SNS이용자들

의 관계가치, 몰입 및 행동을 분석하였다. 현재 

SNS를 이용하고 있는 관광객을 사전조사의 표본

대상으로 선정 하였고, 이를 토대로 SNS이용자를 

대상으로 hard copy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총 350
부를 수집하여 설문에 일관성 있게 응답하지 않은 

15부, 단순 친목을 위한 가상공동체라고 고려되는 

13부를 제외하고 322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
구모형과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 이용된 

자료의 분석방법으로는 통계패키지 SPSS 12.0 
Win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석, 신뢰
도와 타당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관계가치, 신뢰, 
몰입, 만족과의 영향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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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명

항목
빈도 (명) 비율 (%) 변수명 항목

빈도 (명) 비율 (%)

성별
남   자
여   자

167155 51.948.1 정보원
천

TV/라디오
신문/전단지
유선인터넷
무선인터넷
주변 추천
기     타

341583147394

10.64.725.845.712.11.2

학력

중졸이하
고    졸
대    졸
대학원졸

14425918

.313.780.45.6
SNS이
용횟수

매  일2일1회3일1회4일1회
기  타

23532182314

73.09,95.67.14.3

직업

학    생
전 문 직
회 사 원
공 무 원
서비스직
자 영 업
기    타

16922471339626

52.56.814.64.012.11.98.1

SNS1
회평균
사용시

간

1 시간 미만1시간-2시간2시간-3시간3시 간 이상
기       타

11982535612

37.025.516.517.43.7

연령

20세이하21 30세31 40세41 50세50세이상

2123047168

6.571.414.65.02.5

SNS이
용서비

스

싸이월드
페이스북
트위트

미투데이
카카오톡
마이피플
블로그

네이버/다음 
카페

유투브

26106881391923
2

8.132.92.52.543.2.32.87.1
.6

구분 (신뢰도) 요인변수(Variables) 표준
부하량 t값 R 개념

신뢰도 AVE

관
계
지
향
적
활
동

지식 
보급(.806)

KD 0.87 17.36 0.76
0.65 0.59KD2 0.68 12.69 0.46

KD3 0.75 14.29 0.56
상호수
단제공(.852)

MMP1 0.97 21.88 0.94
0.72 0.64MMP2 0.84 17.73 0.71

MMP3 0.65 12.61 0.42
핵심서
비스 
성과(.689)

CSR1 0.83 13.50 0.68
0.54 0.43CSR2 0.63 10.46 0.39

CSR3 0.51 8.39 0.26
조직공
헌인지(.709)

OCR1 0.85 13.85 0.72
0.59 0.46OCR2 0.58 9.75 0.33

OCR3 0.84 10.78 0.41
OCR4 삭   제

관계가치(.861)
RV1 0.74 12.46 0.54

0.53 0.47RV2 0.60 10.17 0.36
RV3 0.71 12.04 0.51
RV4 삭   제

관계몰입(.725)
RC1 0.78 14.11 0.62

0.75 0.69RC2 삭   제

RC3 0.89 15.87 0.78

충성도(.830)

L1 삭   제

L2 삭   제

L3 삭   제

L4 0.82 14.12 0.68 0.62 0.55L5 0.66 11.42 0.43

구분 지식
보급

상호수
단제공

핵심
서비스

공헌
인지

관계
가치

관계
몰입

충성
도

지식보급 1
상호수단제공 .396(**) 1
핵심서비스 .231(**) .301(**) 1
공헌인지 .023 .064 .355(**) 1
관계가치 .300(**) .300(**) .304(**) .261(**) 1
관계몰입 .154(**) -.003 .123(*) .082 .164(**) 1
충성도 1.82(**) .058 .162(**) .186(**) .308(**) .338(**) 1

** p<0.01, * p<0.05

LISERAL 8.30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제 변수간의 경로분석,  직간접효과 등

을 알아보기 위해 공분산 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분석결과

1. 인구통계적 특성

표표표표    1111....    인인인인구구구구통통통통계계계계적적적적    특특특특성성성성

2. 측정변수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표표표표    2222....    측측측측정정정정변변변변수수수수에에에에    대대대대한한한한    타타타타당당당당성성성성    및및및및    신신신신뢰뢰뢰뢰도도도도    분분분분석석석석

구분 (신뢰도) 요인변수(Variables) Component Eigenvalu AVE1 2 3 4 5 6 7

관
계
지
향
적
활
동

지식
보급(.860)

KD .829
1.767 7.070KD2 .794

KD3 .774
상호
수단
제공(.852)

MMP1 .898
2.362 9,446MMP2 .874

MMP3 .741
핵심

서비스
성과(.689)

CSR1 .791
1.273 5.090CSR2 .720

CSR3 .708
조직
공헌
인지(.709)

OCR1 .828
1.412 5.649OCR2 .771

OCR3 .708
OCR4 .484

관계가치(.861)
RV1 .838

2.861 11.446RV2 .792
RV3 .781
RV4 .703

관계몰입(.725)
RC1 .801

1.170 4.681RC2 .792
RC3 .726

충성도(.830)

L1 .804

6.049 24.197
L2 .783
L3 .775
L4 .696
L5 .523

KMO=.787, Bartlett 검증=3526.350, 유의도=.000 총 분 산 67.578

3. 전체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타당도 신뢰
성분석

표표표표    3333....    전전전전체체체체모모모모형형형형에에에에    대대대대한한한한    확확확확인인인인적적적적    요요요요인인인인분분분분석석석석////타타타타당당당당도도도도    신신신신뢰뢰뢰뢰성성성성분분분분석석석석

4. 상관분석검증

표표표표    4444....    상상상상관관관관분분분분석석석석검검검검증증증증

5. 연구모형의 검증결과

그그그그림림림림    2222....    연연연연구구구구모모모모형형형형의의의의    검검검검증증증증결결결결과과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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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경  로
직접영향 가설

채택
간접영향 전체영향 가설

채택경로 t값 경로 t값 경로 t값
H1 조직지식보급 관계가치 0.23 2.73 채택 - - 0.23 2.73 채택

H2 조직지식보급 관계몰입 0.22 2.83 채택 0.04 1.78 0.22 2.83 채택

H3 상호작용수단제공 관계가치 -0.12 -1.60 기각 - - -0.12 -1.60기각

H4 상호작용수단제공 관계몰입 0.16 2.29 채택-0.02-1.32 0.17 1.89 기각

H5 핵심서비스성과 관계가치 0.17 2.29 채택 - - 0.17 2.29 채택

H6 핵심서비스성과 관계몰입 0.13 1.61 기각 0.15 1.96 0.15 1.96 채택

H7 조직공헌인지 관계가치 0.10 1.31 기각 - - 0.10 1.31 기각

H8 조직공헌인지 관계몰입 0.18 2.65 채택 0.01 1.16 0.20 2.87 채택

H9 관계가치 관계몰입 0.16 2.24 채택 - - 0.16 2.24 채택

H10 관계가치 충성도 0.34 4.81 채택 0.09 2.22 0.43 5.87 채택

H11 관계몰입 충성도 0.56 7.93 채택 - - 0.56 7.93 채택

모형
적합
도

=234.71, 자유도(d.f)=135, Q값( /d.f)=1.73, p=.000, GFI=.93, AGFI=.90, RMR=.061, RMSEA=.048, NFI=.90, CFI=.95  IFI=0.95, ( )값은 t값임. p<.05(t=1.96), p<.01(t=2.65)

6. 구성개념들간의 관계분석 결과

표표표표    5555....    구구구구성성성성개개개개념념념념들들들들간간간간의의의의    관관관관계계계계분분분분석석석석결결결결과과과과

Ⅴ. 결  론

본 연구는 SNS서비스에 의한 관계 지향성을 조직

지식보급, 상호작용수단제공, 핵심서비스 성과, 조

직공헌 인지 등으로 분류한 후 이 요인들이 관계가
치, 몰입, 충성도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즉,  SNS서비스 이용자로서 관광객의 관계가치와 

관계몰입에 미치는 영향, 관계가치가 관계몰입에 
미치는 영향, 관계가치와 관계몰입이 충성도에 미

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파악하고 이들 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통합적으로 연구하고자 하였다. 연
구결과, 첫째, 관계지향적 활동과 관계가치간의 관

계분석에 있어서 조직지식보급은 관계가치와 관계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
째, 관계지향적 활동의 상호작용수단제공은 관계가

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에 관계몰입에는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관계지
향적 활동의 핵심서비스 성과는 관계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관계몰입에는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관계지향적 활동의 조직공헌인지는 관계가

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에 관계몰입에는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관계
가치는 관계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여섯째, 관계가치와 관계몰입은 충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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