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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s SNS advertising attributes had on SNS engagement and in respect to them, moderating effects

appeared according to consumers’ consumption propensity, positively verified the cause and effects SNS engagement had on SNS

advertising attitude and selection intention of beauty shops. A total of 379 copies of responses collected from consumers who were using

SNS were analyzed and the results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in respect to SNS advertising attributes in beauty shops, only

reliability and entertainmen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SNS engagement while usefulness and informativeness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SNS engagement. It indicates that consumers who retrieved and were exposed to an infinite number of data on beauty shops

would have less interest in SNS advertisement on beauty shops. Second, in respect to the effect SNS advertising attributes had on SNS

engagement, usefulness and reliabilit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moderating effect of consumption propensity; the moderating effect

of practical consumption propensity was significant; and in respect to the effect usefulness had on SNS engagement, usefulness of

advertisement was different according to customers with impulsive consumption propensity. Third, SNS engagement and SNS advertising

attitud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selection intention of beauty shops, which indicates that when positive advertising attitude was formed

through engagement to SNS advertisement, selection intention of the beauty shops was higher. For SNS advertisement towards

customers, it is suggested that more effective strategies that can attract more customers to have positive interest in services should be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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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Web 2.0 시대의 도래로 공유형 네트워크 성격의 소셜미디어

에 관심이 높아졌다. 소셜미디어는 소셜네트워크상에서 개인

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의 공동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타인과의 관계 맺기를 생성하는 공유형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AN & Kim, 2012).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의 급

부상으로 개인의 SNS 이용률도 증가하면서 초기의 단순 인맥

형성을 넘어 기업들은 SNS를 마케팅 채널로 활용하고 있다

(Song & Kim, 2020). 특히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비대면 접

촉이 많아지면서 소비자들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구매를

결정할 때 SNS 댓글이나 후기 등을 참고하여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다(Lee & Kim, 2016). 이에 기업들도 SNS 광고를 마케

팅 필수 전략으로 여기고 SNS를 통해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

고, 상품의 정보전달 및 설득과정 등을 통하여 수익 창출로 이

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You & Yun, 2016). 

최근에는 뷰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뷰티 업소에서도 SNS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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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를 마케팅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 뷰티서비스

산업의 발달로 뷰티업소는 1인 창업에서부터 프랜차이즈 등

다양한 형태가 등장하고 그 수가 급증하여 경쟁이 치열해지면

서 SNS는 중요한 홍보 채널이 되고 있다. 특히 뷰티 서비스 특

성상 소비자들은 뷰티 관련 정보나 지식수준이 높아 고관여층

이 많아 최신의 기술과 양질의 서비스를 원하면서 뷰티업소를

선택하기 전 SNS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동되고 있다(Kim,

2021). 선행연구인 Kim(2021)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 중 92%가

실제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Park(2021) 연구에서도 유행에 민감할수록 SNS

는 피부관리 구매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트렌드에 민감한 패션이나 화장품 분야에서는 구매 전 80%가

SNS를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 후 구매를 결정하는데, 이 중

50%는 SNS를 이용할 때 성향이 맞는 것을 SNS를 선택하여 이

용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Son, 2018). 또한 SNS 광고를

통해 신뢰성이 확보되면 충성고객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Nam & Jin, 2021).

그러나 뷰티 관련 SNS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뷰티 콘텐

츠와 관련된 연구(Cho, 2019), 정보 이용 연구(Jeong et al.,

2018), 뷰티행동 연구(Ha & Im, 2020; Ko & Yang, 2020), 이용

만족도 연구(Ji et al., 2011) 등이 이루어졌을 뿐 뷰티업소 선택

에 있어 SNS 속성과 인게이지먼트 및 소비성향과 광고태도로

연결되는 검증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뷰티관련 SNS 속성이 SNS 인게이지먼

트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관계에서 소비자의 소비성향에 따른

조절효과를 검증함으로써 뷰티업소들의 SNS 홍보전략 수립과

개선 방향을 모색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SNS 광고속성

광고속성 연구는 광고 가치와 효과를 연구한 Ducoffe(1996)

의 연구가 기초가 되었다. 광고속성은 광고의 가치를 높이고

광고태도에 영향을 주는 선행변수로서 전통적 광고의 경우 오

락성, 정보성, 불편성이 광고가치를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SNS를 이용하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많은 기업이나

광고주들이 SNS 광고에 투자하고 마케팅에 활용함에 따라

SNS 광고속성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An &

Kim(2012)의 선행연구에서는 SNS 광고속성을 정보성, 오락성,

신뢰성, 방해성 요인으로, Kim(2013)은 유용성, 오락성, 정보

성, 개인 맞춤형의 4가지 요인으로 Lee(2000)는 정보성, 오락

성, 상호작용성, 신뢰성이 광고효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검증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뷰티 SNS의 광고속성을 선행연구를 바

탕으로 유용성, 신뢰성, 정보성, 오락성 4가지 차원으로 구성하

여 연구하고자 한다. 유용성은 SNS 광고가 소비자로서 구매결

정을 하기에 제공하는 정보가 가치가 있거나 유용한 정도를 의

미하며, 신뢰성은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믿음정도를 의미하고

정보성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객관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를 의미하고, 오락성은 광고 메시지를 통해 즐거

움이나 흥미를 끌어낼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Kim, 2013). 선

행연구 결과 고관여층이 높은 패션제품에서는 신뢰성이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Seo, 2006), 외식업체 선택에

있어서는 오락성, 경제성, 상호작용성, 정보성이 몰입과 구매행

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NS 주제나 유형에

따라 SNS를 구성할 때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전략을 수

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Sung & Lee, 2014) 특히 뷰

티업소 관련 SNS광고 구성에 있어 소비자들의 선택 행동을 이

끌어 낼 수 있는 광고속성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

로 보여진다.

2. SNS 인게이지 먼트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된 인게이지먼트 연구에서 긍정적 인

게이지먼트는 브랜드 가치나 판매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

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인게이지먼트 개념은 매우 추상적이

며 복합적 개념으로 관여도, 개입, 신뢰, 몰입 또는 몰두 이라는

용어로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Yang & Yoo, 2014). 또한 SNS

인게이지먼트는 SNS 대한 관심이나 몰입을 의미하는데 SNS

인게이지먼트는 광고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으며, 제품이나

서비스의 평판이나 가치를 상승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Chu & Kim, 2011). 또한 Kim(2021) 연구에서

는 인게이지먼트는 SNS 화장품 광고속성과 행동의도 사이에

중요한 매개변수임을 밝히면서 특히 광고속성인 정보성이 행

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소비성향

소비성향이란 소비자가 소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경향 또는 행동의 스타일을 말한다(Zhang, 2016). 이에 Kim

(2008)은 소비성향을 합리적 성향과 불합리적 성향 구분하여

타인이나 체면을 의식한 경우에 충동성과 과소비성 구매를 통

한 불합리적 소비성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Ji(2008)은 소

비성향을 동조적, 물질주의적, 충동 구매적, 다양성, 편리적 성

향으로 구분하면서 물질주의 성향은 구매 만족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나 구매행동이나 의도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Nam, 2005). 

이에 본 연구에서는 SNS 소비성향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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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실용소비(Lee, 2014)와 충동소비(Kim, 2014; Bok &

Seo, 2016)로 나누어 검증해보고자 한다. 실용소비는 생활 전반

에서 구매에 있어 슬기롭게 소비하는 성향으로 제품이나 서비

스에 대해 이성적 판단을 통해 가능한 지출범위에서 계획적으

로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충동소비성향은 소비자가 비계

획적, 즉각적, 고려하지 않는 충동소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최

종적으로 구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욕구 충족을 위해 감정적

으로 소비하는 성향을 의미한다(Yoo, 2012). 이에 뷰티업소를

선택하고 방문함에 있어 소비성향이 광고속성과 인게이지먼트

에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4. 광고태도

광고태도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행동에 가장 중요한 요

인으로 연구 초기에 Fishbein & Ajen(1975)이 광고태도는 인지

요소가 감정요소에 영향을 주고 이후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모

델을 기초로 발전하였다. 이후 Lutz et al.(1985)는 광고태도를

광고를 접한 이후 소비자들이 느끼는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

반응으로서 광고에 대한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반응을 의

미한다고 하였다. 즉 광고태도는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매

개변수이며(MacKenzie, Lutz and Belch(1986) 광고속성과 구매

행동에 있어서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 Oh,

2009). 이에 본 연구에는 광고태도를 SNS 광고를 접한 이후의

느끼는 호감정도로 정의하고 검증하고자 한다.

5. 선택의도

선택의도는 최종적으로 종속변수로 다루어지는 개념으로 제

품이나 서비스라는 대상물에 대하여 향후 교환행위 등을 통해

선택될 행동 가능성을 말한다(Cho et al., 2016). 선택의도의 구

성요소로 Zeithaml et al.(1990)은 구전, 구매의도, 불평행도, 가

격민감성 요인으로 구분하였고, McDougall & Levesque(2000)

는 추천의도, 이용 지속성으로 구분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SNS 광고를 통해 뷰티업소에서 제공하는 특정사안에 대

해 행동으로 수행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개인의 행동

의도로 조작적 정의하고 검증하고자 한다. 

III. 내용 및 방법

1. 연구가설 및 모형

본 연구는 SNS광고속성이 SNS인게이지먼트에 미치는 영향

과 이들 관계에서 소비자의 소비성향에 따른 조절효과가 나타

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SNS인게이지먼트가 높을수

록 SNS광고태도와 뷰티업소 선택의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가

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SNS광고속성은 SNS인게이지먼트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SNS광고속성이 SNS인게이지먼트에 미치는 영향은

소비자 성향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가설3: SNS인게이지먼트는 SNS광고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 SNS인게이지먼트는 뷰티업소 선택의도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5: SNS광고태도는 뷰티업소 선택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 설문의 내용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 미용실,

피부관리실, 메이크업샵, 네일샵과 같은 뷰티업소를 이용하는

소비자 중 SNS(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이용한 경험

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2021년도 3월 한 달 동안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사전교육을 받은 조사원이 약속된 뷰

티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뷰티업소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대상

으로 설문지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

고 현장에서 직접 회수하였다. 총 411부를 배포하여 397부를

회수하였으며, 이 중 불성실한 응답으로 인하여 분석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는 설문지 18부를 제외한 총 379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척도를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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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인구통계적 문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문

항은 리커트 5점 척도로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5점은 “매

우 그렇다”로 측정하였으며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항목은

Table 1과 같다. 

각 변수의 측정항목은 다음과 같다. 먼저 SNS 광고속성은

Kim(2013), An & Kim(2012), Yang(2005)의 연구척도를 사용

하여 4개 차원인 유용성, 신뢰성, 오락성, 정보성차원으로 측정

하였다. 먼저 유용성차원은 5개 항목인 SNS에 게시된 뷰티업

소의 정보는 나에게 유용한 정도, SNS 게시된 뷰티업소의 정

보는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정도, SNS 게시된 뷰티업소의 정

보는 유익한 정도, SNS 게시된 뷰티업소 정보는 나에게 이용

가치가 있는 정도, SNS 제공되는 뷰티업소의 정보는 의사결정

에 도움을 준 정도의 항목으로 측정하였으며, 오락성 차원은

SNS 뷰티업소 광고는 나의 호기심을 유도하는 정도, SNS 뷰티

업소 광고는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정도, SNS 광고는 접하면

기분이 좋아진 정도, SNS 광고는 나의 관심을 높여준 정도의 4

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정보성차원은 4개 항목인 SNS 뷰티

업소 광고는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는 정도, SNS 뷰티업소

광고는 나에게 최신정보를 제공하는 정도, SNS 뷰티업소 광고

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 등의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신뢰성차원은 SNS에서 제공되는 뷰티업소 정보는 신뢰할 수

있는 정도, SNS에서 제공되는 뷰티업소의 내용은 신뢰할 수

있는 정도, SNS에서 제공되는 뷰티샵 리뷰 정보는 신뢰할 수

있는 정도 등의 4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SNS 인게이지먼트

는 8개 항목으로 측정하였으며, 구체적인 항목은 광고시청을

하는 정도, 뷰티관련 기사를 읽는 정도, ‘좋아요’를 누른 정도,

‘댓글’을 남긴 정도, ‘공유하기’를 누른 정도, 뷰티업소에 대한

리뷰를 쓴 정도, 뷰티샵 이용관련 영상(사진)을 올린정도, 이벤

트에 참여한 정도의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광고태도는 Fishbein

and Ajzen(1975)의 연구척도를 사용하여 SNS를 믿을 수 있는

정도, SNS를 좋아한 정도, SNS에 대해 호의적인 정도, SNS을

이용하는 것은 긍정적 행동인 정도, SNS를 이용하는 것은 유

익한 정도의 5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조절변수인 소비자 성향은 Bok & Seo(2016), Yoon & Lee

(2013)의 연구척도를 사용한 2개의 차원인 실용소비성향, 충동

소비성향으로 측정하였다. 실용소비성향은 여러 가게․물건을

비교 후 물건 구입 정도, 상표의 종류․가격․품질 비교 후 구매

정도, 구입 상품에 대해서 정보 수집 비교 정도, 가격만큼의 값

어치가 있는지 따져보는 정도 등의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충동

소비성향은 3개 항목인 상품이 마음에 들면 구매하는 정도, 쇼

핑할 때 계획 이외의 상품 구매정도, 집에 와서 보면 사려 했던

상품이 아닌 정도의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종속변수인 뷰티업소 선택의도는 4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구체적인 항목은 인스타그램에서 얻은 정보로 특정 뷰티업소

를 선택할 의사정도, 뷰티업소를 선택할 때 인스타그램에서 제

공하는 정보가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방문할 의사 등의 항목으

로 측정하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WIN 1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구성개념의 탐색적요인분석과 Cronbach's

Alpha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소비자의 소비성향

과 SNS인게이지먼트, 광고태도가 실제 뷰티업소 선택의도로

이어지는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회귀분석과 SNS광고속성

의 조절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Baron & Kenny(1986)의 매개

효과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Table 1. Operational definition of variables and sources

Variables Operational definition Sources

SNS
Advertising 

Attributes

Usefulness
When each individual makes a decision on purchase, how much useful 
information the advertisement will provide. 

Kim(2013), 
An & Kim(2012), 

Yang(2005)

Reliability
The degree consumers recognize in respect to truth or false of 
advertisement messages 

Informativeness Ability to provide information through advertisement

Entertainment Fun, entertainment, pleasant feeling and reflection in advertising contents

SNS Engagement Interest in, engagement to and involvement in SNS use
Kilger & Romer(2007), 

Ephron(2006)

Advertising Attitude The degree of favor of SNS advertisement Fishbein and Ajzen(1975)

Consumption 

Propensity

Practical 

consumption

Propensity to weigh cost-effectiveness through information collection and 

comparison of goods to purchase Bok & Seo(2016),

Cho & Lee(2013)Impulsive 

consumption
Propensity to impulsively purchase goods without plan 

Beauty shop 

Choice Intention

Individual’s behavior intention on whether he or she has intention to 

perform behaviors on specific matters
Shin(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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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과 및 고찰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먼저 성별은 남

자가 65명으로 17.2%를 나타냈으며, 여자는 314명으로 82.8%

의 분포를 나타내 뷰티업소의 이용의 특성상 여자 이용자의 분

포가 많음을 나타냈다. 연령의 분포는 10대가 79명(20.8%), 20

대가 210명(55.4%), 30대가 49명(12.9%), 40대가 31명(8.2%),

50대 이상이 10명(2.6%)으로 나타나 20대가 가장 많았다. 학력

의 분포는 고등학교 졸업이하가 158명(41.7%)으로 나타났으며,

대학교 재학이 89명(23.5%), 대학교 졸업이 121명(31.9%), 대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rvey subject

 Code  Frequency(N) Percent(%)

Gender
Female 314 82.8

Male  65 17.2

Age

10s  79  20.8

20s 210  55.4

30s  49  12.9

40s  31  8.2

Over 50s  10  2.6

Final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s 158  41.7

Undergraduate  89  23.5

College graduates 121  31.9

Graduates from graduate school  11  2.9

Occupation

Student 169  44.6

Office worker  38  10.0

Beauty specialist  34  9.0

Specialist/technician(specialists except beauty field)  29  7.7

Services  7  1.8

Sself-ownership  5  1.3

Housewife  30  7.9

Young applicant  47  12.4

Others  20  5.3

Sum 379 100.0

Table 3. The characteristics of SNS use 

 Code  Frequency(N) Percent(%)

SNS use period

< 6 months 25 6.6

≥ 6 months ~ < 1 year 23 6.1

≥ 1 year ~ < 3 years 74 19.5

≥ 3 years 257 67.8

Frequency of data 
retrieval on beauty shops 

through SNS

 1-2 times a day 65 17.2

 ≥ 3 times a day 36 9.5

1 or 2 times a week 83 21.9

≥ 3 times a week 51 13.5

1 or 2 times a month 81 21.4

≥ 3 times a month 24 6.3

others 39 10.3

Sum 379 100.0



SNS광고속성과 SNS인게이지먼트가 뷰티업소 선택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소비자의 소비성향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777

학원 졸업이상이 11명(2.9%)으로 나타났다. 직업의 분포는 학

생이 가장 많은 170명(44.6%)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취업

준비생이 47명(12.4%), 사무직이 39명(10.2%), 뷰티관련 전문

직이 34명(8.9%), 주부가 30명(7.9%), 기타가 20명(5.2%), 서비

스업이 7명(1.8%), 자영업이 5명(1.3%)의 순으로 나타났다.

2. 표본의 SNS 이용특성

SNS 이용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SNS 이용기

간은 6개월 미만이 25명(6.6%), 6개월 이상-1년 미만이 23명

(6.1%), 1년 이상-3년 미만이 74명(19.5%), 3년 이상이 257명

(67.8%)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SNS를 통해 뷰티 관련업체

정보검색 빈도는 하루에 1-2회는 65명(17.2%), 하루 3회 이상

이 36명(9.5%), 1주일 1회-2회는 83명(21.9%), 1주일 3회 이상

은 51명(13.5%), 한 달 1-2회는 81명(21.4%), 한 달에 3회 이상

Table 4. Exploratory factors on SNS advertising attributes, SNS engagement, SNS advertising attitude, and selection intention of beauty shops 

Item to measure　

SNS advertising attributes
SNS

engagement
Advertising 

attitude 

Beauty Shop 
choice 

intentionUsefulness Reliability  Informativeness Entertainment

Usefulness1  .773  .294  .153  .209  068  .170  .155

Usefulness2  .760  .113  .103  .144  092  .172  .228

Usefulness3  .730  .251  .265  .230  116  .140  .161

Usefulness4  .704  .219  .247  .184  128  .255  .149

Usefulness5  .695  .231  .336  .138  098  .191  .225

 Reliability1  .240  .806  .216  .168  .150  .140  .138

 Reliability2  .215  .785  .225  .223  .173  .121  .034

 Reliability3  .201  .758  .266  .192  .179  .085  .155

 Reliability4  .223  .734  .161  .049  .068  .138  .263

 Informativeness1  .199  .121  .813  .144  .032  .115  .093

 Informativeness2  .222  .157  812  .148  .029  .138  .131

 Informativeness3  .245  .211  .778  .142  .056  .147  .143

 Informativeness4  .106  .358  .740  .081  .197  .060  .085

Entertainment1  .194  .322  .109  .757  .223  .124  .156

Entertainment2  .417  .086  .221  .661  .058  .136  .234

Entertainment3  .173  .467  .146  .646  .268  .120  .150

Entertainment4  .303  .091  .312  .631 -.022  .197  .201

SNS engagement1  .101  .108  .019  .047  .825  .026  .192

SNS engagement2  .114  .166  .041  .066  .814  .022  .192

SNS engagement3  .059  .089  .026  .020  .727  .272  .032

SNS engagement4  .056  .039  .140  .020  .708  .030  .300

SNS engagement5  .031  .122  .073  .245  .701  .242  .014

advertising attitude1  .142  .054  .142  .126  .116  .833  .171

advertising attitude2  .212  .123  .071  .059  .108  .778  .172

advertising attitude3  .166  .061  .182  .007  .157  .730  .205

 advertising attitude4  .167  .231  .061  .277  .173  .710  .078

Beauty shop choice intention1  .198  .183  .043  .182  .203  .200  .747

Beauty shop choice intention2  .308  .140  .194  .144  .191  .172  .735

Beauty shop choice intention3  .147  .191  .073  .116  .343  .194  .723

Beauty shop choice intention4  .215  .112  .246  .168  .175  .213  .712

Eigenvalue  3.728  3.434  3.320  2.442  3.481  3.010  2.884

explained variance(%) 12.427 11.447 11.067  8.139 11.603 10.032  9.612

cumulative variance(%) 12.427 35.477 46.544 74.327 24.029 56.576 66.188

Cronbach's Alpha  .915  .905  .891  .862  .855  .857  .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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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4명(6.3%), 기타가 39명(10.3%)으로 나타났다.

3. 변수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본 연구의 제시된 모형에서 사용된 구성개념들의 단일차원

성과 전체적인 개념 타당도(construct validity)를 검증하기 전에

각 구성개념들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에 있어서 요인추출은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요인 수를 줄이기 위한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요인의 회전에는 직각회전(varimax) 방

식을 사용하였다. 도출된 차원들에 대한 신뢰성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한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1) SNS광고속성, SNS인게이지먼트, 광고태도, 뷰티업소 선

택의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SNS 광고속성은 4개 차원으로 도출되었으며, 유용성차원은

SNS에 게시된 뷰티업소의 정보는 나에게 유용한 정도, SNS 게

시된 뷰티업소의 정보는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정도 등의 5개

항목으로 도출되었으며, 신뢰성차원은 SNS에서 제공되는 뷰

티업소 정보는 신뢰할 수 있는 정도, SNS에서 제공되는 뷰티

업소의 정보는 진실성이 있는 정도 등의 4개 항목으로 도출되

었다. 정보성차원은 SNS 뷰티업소 광고는 정보를 상세하게 제

공하는 정도, SNS 뷰티업소 광고는 나에게 최신정보를 제공하

는 정도 등의 4개 항목으로 도출되었으며, 오락성차원은 SNS

뷰티업소 광고는 나의 호기심을 유도하는 정도, SNS 뷰티업소

광고는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정도 등의 4개 항목으로 도출되

었다. SNS인게이지먼트는 ‘댓글’을 남긴 정도, ‘공유하기’를 누

른 정도, 뷰티샵에 대한 리뷰를 쓴 정도 등의 5개 항목으로 도

출되었으며, SNS광고태도는 나는 SNS를 좋아한 정도, 나는

SNS에 대해 호의적인 정도 등의 4개 항목으로 도출되었다. 뷰

티업소 선택의도는 인스타그램에서 얻은 정보로 특정 뷰티업

소를 선택할 의사정도 등의 4개 항목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측

정항목의 내적 일관성을 조사하기 위한 신뢰도 검증에서는

Cronbach's α가 SNS 광고속성 중 유용성차원은 .915, 신뢰성차

원은 .905, 정보성차원은 .891, 오락성차원은 .862, SNS인게이

지먼트는 .855, 광고태도는 .857, 뷰티업소 선택의도는 .886으

로 나타나 모든 변수가 0.6이상을 나타내 신뢰도를 확보하여

이들 항목들을 이용하여 최종분석을 실시하였다(Nunnally,

1978).

2) 소비성향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SNS광고속성은 4개 차원으로 도출되었으며, 유용성차원은

SNS에 게시된 뷰티업소의 정보는 나에게 유용한 정도, SNS 게

시된 뷰티업소의 정보는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정도 등의 5개

항목으로 도출되었으며, 신뢰성차원은 SNS에서 제공되는 뷰

티업소 정보는 신뢰할 수 있는 정도, SNS에서 제공되는 뷰티

업소의 정보는 진실성이 있는 정도 등의 4개 항목으로 도출되

었다. 정보성차원은 SNS 뷰티업소 광고는 정보를 상세하게 제

공하는 정도, SNS 뷰티업소 광고는 나에게 최신정보를 제공하

는 정도 등의 4개 항목으로 도출되었으며, 오락성차원은 SNS

뷰티업소 광고는 나의 호기심을 유도하는 정도, SNS 뷰티업소

광고는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정도 등의 4개 항목으로 도출되

었다. SNS인게이지먼트는 ‘댓글’을 남긴 정도, ‘공유하기’를 누

른 정도, 뷰티샵에 대한 리뷰를 쓴 정도 등의 5개 항목으로 도

출되었으며, SNS광고태도는 나는 SNS를 좋아한 정도, 나는

SNS에 대해 호의적인 정도 등의 4개 항목으로 도출되었다. 뷰

티업소의 선택의도는 인스타그램에서 얻은 정보로 특정 뷰티

업소를 선택할 의사정도 등의 4개 항목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측정항목의 내적 일관성을 조사하기 위한 신뢰도 검증에서는

Cronbach's α가 SNS 광고속성 중 유용성차원은 .915, 신뢰성차

Table 5. Results of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n consumption propensity

Item to measure　
Customer propensity

Practical consumption propensity Impulsive consumption propensity

Practical consumption propensity 1 .882 .019

Practical consumption propensity 2 .866 -.073

Practical consumption propensity 3 .843 .077

Practical consumption propensity 4 .777 .065

Impulsive consumption propensity 1 .061 .843

Impulsive consumption propensity 2 -.042 .813

Impulsive consumption propensity 3 .049 .776

Eigenvalue 2.849 1.988

explained variance(%) 40.700 28.399

cumulative variance(%) 40.700 69.100

Cronbach's Alpha .864 .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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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905, 정보성차원은 .891, 오락성차원은 .862, SNS 인게이

지먼트는 .855, 광고태도는 .857, 뷰티업소 선택의도 .886으로

나타나 모든 변수가 0.6이상을 나타내 신뢰도를 확보하여 이들

항목들을 이용하여 최종분석을 실시하였다(Nunnally, 1978). 

조절변수인 소비자의 소비성향 중 실용소비성향은 여러 가

게·물건을 비교 후 물건 구입 정도, 상표의 종류·가격·품질 비

교 후 구매 정도, 구입 상품에 대해서 정보 수집 비교 정도, 가

격만큼의 값어치가 있는지 따져보는 정도의 4개 항목으로 도

출되었으며, 충동소비성향은 상품이 마음에 들면 구매하는 정

도, 쇼핑할 때 계획 이외의 상품 구매정도의 3개 항목으로 도출

되었다. 또한 측정항목의 내적 일관성을 조사하기 위한 신뢰도

검증에서는 Cronbach's α가 실용소비성향은 .864, 충동소비성

향은 .739로 나타나 0.6이상을 나타내 신뢰도를 확보하여 이들

항목들을 이용하여 최종분석을 실시하였다.

4. 전체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전체 변수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상관관계분석은 Table 6과

같다. 충동소비성향과 실용소비성향 및 SNS광고속성인 정보

성, 실용소비성향과 신뢰성간의 상관관계를 제외한 모든 변수

들 간의 유의적인 양의(+)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5. 가설분석결과

1) SNS광고속성이 SNS인게이지먼트에 미치는 영향

SNS광고속성이 SNS인게이지먼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

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7과 같이 나타났다.

또한 이들 요인들 간의 다중 공선성을 검증한 결과 각 변수별

분산확장인자(VIF : variance inflation factor)가 모두 2.5이내 정

도로서 VIF가 10이상이면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이보다 훨씬 낮았고 조건지수(condition index)도 최대치가

20.360으로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30이하로 나타났으며, 분산

비율(variance proportion)도 최대치가 0.83으로 일반적인 기준

0.9이하로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Hair

et al., 1998). 

구체적인 분석결과, SNS광고속성 중 신뢰성(β값=.221, t값

=3.378, p<.001)과 오락성(β값=.213, t값=3.124, p<.01) 차원만

이 SNS인게이지먼트에 유의적 영향을 나타냈으나 유용성차원

(β값=.055, t값=.801, p>.05)과 정보성(β값=-.007, t값=-.122,

p>.05)차원은 인게이지먼트에 유의적 영향을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기존 연구인 Lee(2018)의 연구와 같이 광고의 오락성은

소비자에게 긍정적 감정으로 형성되어 SNS광고에 대한 인게

이지먼트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보고하고 있는 것과 동일

한 연구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SNS광고로 접한 정보에

대한 정확한 사실여부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보성과 유

용성차원은 인게이지먼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이해

된다. 이로써 뷰티업소에 대한 SNS광고속성 중 신뢰성 있는

광고와 흥미있는 오락성 광고가 SNS인게이지먼트를 높이는

것을 알 수 있다.

2) 소비성향의 조절효과분석

뷰티업소 SNS 광고속성이 SNS 인게이지먼트에 미치는 영

향관계에서 소비자의 소비성향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조절효과 분석은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

Table 6. Correlations on the all variables

Code M±SD
SNS advertising attributes SNS

engagement

SNS

advertising 
attribute

 Consumption 
Propensity

Beauty Sop

choice 
intentionPCP ICPU R I E

Usefulness 3.481±.651 1
　 　 　 　 　 　 　 　

Reliability 3.126±.718 .609** 1
　 　 　 　 　 　 　

Informativeness 3.510±.704 .576** .565** 1
　 　 　 　 　 　

Entertainment 3.383±.724 .669** .622** .535** 1
　 　 　 　 　

SNS engagement 2.636±.839 .328** .383** .263** .383** 1
　 　 　 　

Advertising attribute 3.498±.658 .525** .412** .383** .476** .386** 1
　 　 　

Practical consumption 

propensity
3.477±.735 .218** .091 .126* .197** .213** .152** 1

　 　

Impulsive consumption 

propensity
3.029±.806 .157** .149** .080 .157** .204** .174** .053 1

　

Beauty shop choice 

intention
3.258±.744 .597** .501** .434** .566** .514** .521** .270** .196** 1

*: p<.05, ** : p<.01 
Usefulness : U, Reliability: R, Informativeness: I, Entertainment: E, Practical consumption propensity : PCP, Impulsive consumption

propensity : I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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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단계별 변수 투입을 거쳐 R 제곱량 변화량의 유의성을 측정

하였다. 1단계 독립변수, 2단계 조절변수, 3단계 상호작용항(독

립변수×조절변수)을 투입하여 종속변수인 SNS인게이지먼트

에 대한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SNS광고속성 중에서 유용성광

고과 신뢰성광고는 실용소비성향과 유용성광고는 충동소비성

향과 3단계 모형에서 상호작용항이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Myung(2020)연구에서 헤어

미용을 위해 방문한 고객 중 충동적 소비성향이 높을수록 충동

적 소비성향으로 이어져 헤어 관리에 있어 소비를 아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으며, Ku & Kim(2021)연구에서도 미용실

방문고객의 충동소비성향은 충동소비성향으로 나타나고 실용

적 소비성향은 합리적 소비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는 결

과를 볼 때 SNS 광고를 통한 고객의 뷰티업소 선택의도를 높

이기 위해 고객들의 소비성향과 뷰티업소의 특성을 잘 고려하

여 접근한다면 신규 고객의 증가와 함께 단골고객 확보까지 이

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종속변수의 Durbin-Watson은 기준치인 2에 가깝게 나

타났으며, 공차한계 및 분산팽창지수(VIF) 역시 각각 기준치인

0.1이상과 10 미만으로 나타남에 따라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산분석의 모형 유의확률 역시 모

두 0.05 미만으로 나타나 모형의 구성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The effect of  SNS advertising attributes  on SNS engagement

Subordinate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SNS engagement

VIF
non-standardization B value standardised β value t value

SNS advertising 
attributes

Usefulness .071 .055 .801 2.182

Reliability .258 .221 3.378*** 1.972

Informativeness -.009 -.007 -.122 1.715

Entertainment .246 .213 3.124** 2.131

R2

Adj.R2

.182

.174
-

*** : p<.001

Table 8. The moderating effect of consumer’s consumption propensity

Code
Model 1 Model 2 Model 3

β t β t β t

Advertising 
Attributes

Usefulness(A) .055 .801 .015 .227 .022 .321

Reliability(B) .221 3.378*** .228 3.529*** .214 3.299**

Informativeness(C) -.007 -.122 -.001 -.013 .006 .094

Entertainment(D) .213 3.124*** .182 2.718** .184 2.692**

Practical consumption propensity(M1) - - .146 3.095** .134 2.725**

Impulsive consumption propensity(M2) -　 -　 .131 2.815** .100 2.039*

(A)×(M1) -　 - -　 -　 .217 2.222*

(B)×(M1) -　 -　 -　 -　 .192 2.216*

(C)×(M1) -　 -　 -　 -　 .066 .925

(D)×(M1) -　 -　 -　 -　 -.078 -1.078

(A)×(M2) -　 -　 -　 -　 .171 2.149*

(B)×(M2) -　 -　 -　 -　 .026 .380

(C)×(M2) -　 -　 -　 -　 -.078 -1.208

(D)×(M2) -　 -　 -　 -　 -.022 -.285

　F 20.957 17.534 8.576

　R2 .182 .220 .247

　Adj.R2 .174 .207 .218

　Change R2 .182 .037 .027

*:p<.05 **:p<.01 ***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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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NS인게이지먼트 및 SNS광고태도가 뷰티업소 선택의도

에 미치는 영향

SNS인게이지먼트 및 SNS광고태도가 뷰티업소 선택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9

과 같이 나타났다. 먼저 SNS인게이지먼트(β값=.386, t값

=8.140, p<.001)가 SNS광고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SNS인게이지먼트(β값=.368, t값=8.432,

p<.001) 및 SNS광고태도(β값=.378, t값=8.666, p<.001)가 뷰티

업소 선택의도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도 긍정적 태도의 형성이 실제 선택 행동 및

향후 의도로 이어지는 예측치로 하고 있다(Kim & Hwang,

2007). 이로써 뷰티업소에 대한 높은 SNS인게이지먼트 및 긍

정적인 SNS광고태도는 해당 뷰티업소에 대한 선택의도도 높

아짐을 알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SNS광고속성이 SNS인게이지먼트에 미치는 영향

과 이들 관계에서 소비자의 소비성향에 따른 조절효과가 나타

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SNS인게이지먼트가 SNS광

고태도와 뷰티업소 선택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를 밝

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시된 연구가설에 대한 실증분

석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뷰티업소에 대한 SNS광고속성 중 신뢰성과 오락성만

이 SNS인게이지먼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SNS광고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소

비자의 눈길을 끌 수 있는 오락적인 정보가 소비자의 인게이지

먼트를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반면에 SNS광고속성

중 유용성과 정보성은 SNS인게지먼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SNS광고 시 뷰티업소에 대한 무수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색하고 접하고 있는 SNS광고를 접하는

소비자에게는 해당 뷰티업소 광고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반감

시킬 수 있음을 결과에서 시사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SNS

광고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많은 정보가 유입되는 SNS광고 속

에서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정보와 흥미를 이끌 수 있

는 정보가 소비자의 SNS인게이지먼트를 높여 뷰티샵에서 제

공하는 이벤트 및 광고시청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끌 것으로

예측된다. 둘째, SNS광고속성이 SNS인게이지먼트에 미치는

영향에서 소비자성향의 조절효과는 SNS광고속성 중 유용성과

신뢰성이 SNS인게이지먼트에 미치는 영향에서 실용소비성향

의 조절효과가 유의적으로 나타났으며, 유용성광고는 SNS인

게이지먼트에 미치는 영향에서 충동소비성향의 소비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나타냈다. 이로써 뷰티업소에서는 소비자 성

향에 따른 해당 SNS인게지먼트가 다르게 나타남에 따라 이같

은 결과를 반영한 SNS광고전략이 수립되어야 SNS광고에 대

한 소비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SNS인게이지먼트와 SNS광고태도는 뷰티업소 선택의도에 모

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SNS광고에 대한 인게

이지먼트를 통한 긍정적 광고태도의 형성이 해당 뷰티업소의

선택의도도 높아짐을 나타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SNS광고

시 보다 더 많은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전

략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뷰티업소의 SNS에

대한 높은 인게이지먼트가 SNS광고태도에도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게 함에 따라 해당 뷰티업소에 대한 선택의도가 높아짐

을 보여주고 있어 SNS광고를 접한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유

도가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며 다음과 같은 향후

연구방향이 도출된다. 본 연구는 SNS광고속성이 SNS인게이

지먼트 및 광고태도가 소비자의 뷰티업소 선택의도에 미치는

선행요인을 밝히고자 소비자의 소비성향의 조절적 효과를 검

증하였다. 그러나 실제 SNS를 통해 뷰티관련 업체 정보검색

빈도에 따른 차이가 예측된다. 따라서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다

양한 변수를 도입하여 SNS광고속성이 뷰티업소의 선택의도를

높일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좀 더 폭넓은 학문적 기여

가 예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소비성향을 실용소

비성향과 충동소비성향만을 도입하여 연구하였다. 이는 실용

적 가치에 중점을 소비와 계획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단순한

흥미위주의 소비성향인 충동소비성향으로 대립적 성향으로

구분하여 소비성향에 따른 차이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러나

소비자의 소비성향은 최근 더욱 다양하게 세분화되고 이를 반

영한 연구가 수행된다면 관련분야에 대한 학문적 기여가 예상

된다.

Table 9. The effect SNS engagement and SNS advertising attitude had on selection intention of beauty shops

                            Subordinate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SNS attitude Beauty salon choice intention

 B  β t  B β t

SNS engagement .103 .386 8.140*** .327 .368 8.432***

Advertising Attitude - - - .428 .378 8.666***

R2

Adj.R2

.149

.147
.386
.383

***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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