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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Ⅰ. 서   론
“온라인 쇼핑을 즐겨 하는데, 직접 보고 살 수 없으니 제품 후기를 많이 참고

한다.” “특히 제품에 대한 좋은 평보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올라온 상품 평을 관

심이 있게 보며, 제품 구매에 참고한다.”(박현수, 2007). 한 여성 정보 사이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49%의 소비자는 상품 구매 후기를 구매 결정 때 적극적

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박현수, 2007). 이처럼 온라인 구전 정보는 이미 우

리의 일상생활에 익숙하게 사용되며 실제로 상품의 구매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하지만 그 효과의 방향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기업의 마케팅에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이다. 많은 학자들과 마케팅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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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자들은 구전이 구매 행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면서도 이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마케팅 분야를 중

심으로 구전이 상품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이론을 정립하려는 노력이 적극적으

로 대두되었다(김창호, 2005).

Whyte(1954)의 연구에서 구전은 소비자 행동의 한 유형으로 자리잡았으며 이

후 많은 연구자들이 구전이 강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으며 매우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여 마케팅 분야에서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인정되어 왔다(김재

휘ㆍ김지홍, 2004). 이것은 소비자가 광고주가 직접 광고 메시지를 작성하는 대

중매체 광고를 그대로 믿기가 어려우며,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을 통해 다수

의 소비자들이 점차 제품과 관련한 여러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의 구매 행동에 대하여 구전을 통한 정보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이문석ㆍ황장선, 2006).

최근 국내에서 온라인 구전과 관련한 연구들(김미주ㆍ황의록, 2004; 김분태,

2005; 김성훈, 2003; 김해룡 외, 2004; 박철ㆍ정수연, 2006; 백승록, 2005; 이은영,

2004; 이은영, 이태민, 2005; 이현선ㆍ리대룡, 2004)은 주로 온라인 구전 행동에

대한 개념 연구나 온라인 구전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려는 연구

에 집중되었으며 온라인 구전 효과의 매개변인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명하려고

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선행 연구의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구전 메

시지가 부정적 내용일 경우 소비자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김창

호ㆍ황의록 1997; 전성률ㆍ박현진 2003). 소비자가 특정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고 만족한 결과를 얻었을 때 주위의 5명에게 그 정보를 전달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을 때는 10명 이상에게 전달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가 있다(전성률ㆍ박현진, 2003 재인용). 이렇게 부정적 정보는 소비

자의 기억에 많이 남아 있게 되고 긍정적 정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갖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 부정적 정보의 영향력이 긍정적 정보의 것보다 상대

적으로 우세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이론은 몇 개가 있다. 첫째, 인상 형성

(impression formation)에 관한 연구 결과를 보면 사람은 대상에 관한 전체적인

평가에 있어서 긍정적 정보보다 부정적 정보를 더 중요하게 인식한다고 한다

(Fiske 1980; Klein 1996; Skowronski & Carlston, 1989; 전성률ㆍ박현진, 2003,

재인용).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는 부정적 정보에 상대적으로 더 주의를 집중하

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긍정적 정보에 비하여 부정적 정보가 더 진단적

(diagnostic)이고 정보적인 가치(informative value)를 가진다고 한다(Me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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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y 1990). 즉, 부정적 정보가 소비자의 구매 결정 시점에서 구매 판단에 더

실질적인 도움으로 작용하며 그래서 긍정적 정보보다 중요하게 인식된다고 한

다.

그러나 메시지 프레임 연구에서 나타나듯이 단순한 메시지의 긍정과 부정은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하여 여러 연구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난다(Bohm

& Lind, 1992; Frisch, 1993; Highhouse & Paese, 1996; Highhouse & Yuce,

1996 Kuhberger, 1995; Levin & Chapman, 1990). 이 연구는 매개변인에 대한

연구 또는 메시지 프레임 의미의 세분화를 통해서 이러한 상이한 연구 결과들

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일관된 설명을 할 수 있는 이론을 찾고자 한다. 구전 연

구가 아직 메시지 중심적인 연구에만 중점을 두고 있었으므로 구전 메시지의

내용에 매개 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

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구전도 일종의 메시지로 보았을 때, 제시되는 긍정과 부정

의 구전 메시지의 순서가 제품의 관여도와 사이트의 관여도에 따라 구전의 효

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

하여 밝혀지는 내용들은 대다수 온라인 마케팅을 하는 기업들에 있어서 구전

메시지의 효과를 예측하고 구전 메시지의 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방향을 제

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구전의 개념

구전이란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를 말하며,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은 직접 대화나 전화, 또는 개인

적 편지는 물론이고 개인적으로 의견을 전달하는 여러 방법을 포함한다(황의록,

1990). Aaker와 Myers(1982)는 광고 커뮤니케이션 체계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구전 커뮤니케이션을 광고의 수용자가 주위 사람들에게 광고에 관하여 대화를

함으로써 정보를 제공하게 되기도 하는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정의하였다.

기존의 정보원천(source)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정보원천은 마케팅 관리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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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원천, 소비자 원천, 중립적 원천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Loudon & Della Bitta, 1994). 마케팅 관리자 주도의 정보원천은 제품 자체, 포

장, 가격, 광고, 촉진, 인적 판매, 유통경로 등이 포함되는데 이는 회사의 마케팅

관리자 등이 주도적으로 시장에 제공하는 정보로, 회사의 필요에 부합하는 내용

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으나, 정보가 비교적 피상적일 수 있고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으며 포괄적으로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 원천의 정보는 마케팅 관리자가 통제하지 못하는 모든 인적 정보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러한 정보는 마케팅 관리자의 필요보다는 소비자의 욕구에

부합되게 나타나므로 융통성과 신뢰성이 높아서 이용효율이 높다는 점에서 보

다 신뢰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런 정보는 항상 정확하다는 보장이 없고 비

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한편, 중립적 정보원천은 기업과 소비자 양쪽 모두에 포함되지 않는 비교적

객관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정보원천으로 신문과 잡지의 기사, 정부의 보고서,

조사기관의 정보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러한 정보는 상대적으로 신뢰성이 높고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정보수집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작성자의 주관

이 개입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대부분의 소비자 반응과 다른 반응을 보

이는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정보원천 중에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연구는 소비자 원천의 정보, 즉 구전 메시지 중에서도 온

라인 구전 메시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온라인 기반의 사용 후기는 구전의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으므로 사용 후기

에 대한 연구를 위해 기존의 구전 관련 이론 및 연구결과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구전은 “제품이나 서비스, 혹은 판매자의 여러 가지 특성에 대한 소비자

들 간의 비공식적인 의사소통”(Westbrook. 1987, p.261), 혹은 “소비자들 간에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직ㆍ간접적인 경험 또는 정보를 주고받는 비공식적이

며 상호작용적인 커뮤니케이션 과정”(백승록, 2004) 등으로 정의된다. 특히 백승

록은 구전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을 기업의 의도적 마케팅 정보원과 무관함, 구전

정보의 전달자 및 수신자가 존재함, 소비자 개인의 직・간접적인 경험 및 정보

가 전달됨,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이루어짐, 상호작용적인 커뮤니

케이션이 이루어짐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구전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들은 구전의 효과 및 영향력을 검증한 바

있다. 구전이 신제품의 수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Rangaswamy & Gup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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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구전 정보에 노출된 구전 수신자들이 특정 주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거나

(Bickart & Schindler, 2001) 서비스 상황에서 구전정보가 수신자들이 갖는 서비

스 품질의 기대에 영향을 준다(Webster, 1991)는 연구결과는 물론, PC선택의

실험에서 자세한 상표 정보보다 구전이 오히려 PC의 상표 평가 및 판단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Herr, Kardes & Kim, 1991) 연구 결과 및 제품 사용 이후에

나타나는 평가 및 판단 역시 구전에 강력히 영향 받는다는(Bone, 1995) 연구결

과 등을 볼 때 구전커뮤니케이션은 소비자의 태도 및 판단에 강력한 영향을 미

침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구전의 효과는 다양한 다른 요인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며(정

재학 김영찬, 2004) 구전 수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크게 전달자 특성, 수

신자 특성, 그리고 메시지 특성을 들 수 있다(양윤 & 조문주, 2000). 이 가운데

특히 전달자 특성이 정보원천 신뢰도(source credibility)란 관점에서 구전 연구

의 초기부터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2. 온라인 구전

인터넷상의 구전 커뮤니케이션은 일반적으로 ‘Internet Word of Mouth

(Schindler & Bickart, 2002)’ 또는 ‘온라인 구전’으로 불린다(성영신 외, 2001).

이현선, 리대룡에 의하면 (2004) 온라인 구전은 메일이나 하이퍼텍스트를 매개

로 한 특정 기업 자체에 대한 혹은 제품,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 간의 커뮤니

케이션 행위를 뜻하며, 일반적인 구전은 오프라인 상황에서 친구나 가족과 같은

지인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행위임에 반해, 온라인 구전은 인터넷 상의 게시물을

올리거나 읽고, 답변을 올리거나 다른 게시판에 전달하거나 확산시키는 인터넷

매개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다.

온라인 구전은 인터넷을 매개로 한다는 점에서 오프라인 구전(대면커뮤니케

이션 상황에서의 구전)과 여러 가지로 구별된다(성영신 등, 2001; 유형열, 2001).

전통적 구전의 경우 소비자들 간의 면대면(face to face)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반면, 온라인 구전은 인터넷 게시판이나 포럼과 같은 비인적 구성요

소를 매개로 하고 있다(유형열, 2001). 오프라인 구전과 온라인 구전의 차이점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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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프라인 구전과 온라인 구전의 차이

구매의사결정단계에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정보수집절차를 거치는데 이 때

전통적인 오프라인 환경에서는 친구, 가족 등과 같이 이미 구축되어 있는 사회

적 유대관계에 속한 사이의 지인을 통해서 구매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거나

구매상황에서 해당 상점의 점원에게 그 정보를 얻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환경에서의 정보탐색과 획득과정은 오프라인의 그것과

비교해 큰 차이가 있다.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가 의도적으로 검색하는 정보의

양은 오프라인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박종원, 2002).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데, 인터넷을 이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이러한 물리적, 심리적인 비용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Dellarocas, 2003). 소비자는 인터넷에서 다양한 정보원천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한 정보원천 중의 하나가 바로 다른 소비자가 전달하는 구전정보이다. 오프

라인에서의 구전은 주로 주변인들과의 직접적인 대면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온

라인상에서의 구전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 게시판, 채팅, 그리고 사

용자 후기 등을 통하여 다수의, 그리고 익명의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문석ㆍ황장선(2006)에 따르면 온라인 구전이 오프라인 구전에 비해 갖는 특

징은 인터넷 구전 참여자의 정체성이 출신, 외모, 지위, 이웃, 직장 등에 의해

제약 받지 않는다는 점, 시공간을 초월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제약이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생산, 공유한다는 점, 구전정보를 제공하

는 정보원이나 구전정보를 전달하는 대상에 제약이 없다는 점, 오프라인 구전에

비해 전달 범위와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점 등이 있다. 또한 성영신ㆍ유형렬ㆍ

장인숙(2001) 등은 온라인 구전과 오프라인 구전의 특성 범주를 물리적 특성(구

전장소, 구전범위, 전달속도, 메시지 지속성)과 커뮤니케이션 특성(커뮤니케이션

도구, 커뮤니케이션 방향, 커뮤니케이션 과정, 피드백 속도) 등의 유목으로 나눠

다각적인 관점에서 온라인 구전과 오프라인 구전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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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온라인 구전과 오프라인 구전의 특성 비교4)

범주 온라인 구전 오프라인 구전

물리적

특성

구전장소 사이버 공간 실제 공간

구전범위 무제한적, 넓음 제한적, 좁음

전달속도 대체로 기하급수적 빠름 비교적 느림

메시지 지속성 저장가능, 사용자에 의존 저장 불가능, 일회적

커뮤니케이

션

특성

커뮤니케이션 도구 문자언어 음성언어

커뮤니케이션 방향 쌍방향 도는 일 방향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과정
소비자↔인터넷게시판↔소

비자
송신자→수진자(면대면)

피드백 속도
지연됨

(사용자에 의존)
즉각적

송ㆍ

수신자

관계

구전 동기

정보적 동기, 의견의 지지,

커뮤니티와의 상호작용,

오락적 동기

이타적 동기, 도구적

동기,

인지부조화 감소 동기

수신자 수 다수 소수

수신자 정체성 불특정 특정

유대관계, 친분 없음 또는 약함 강함

커뮤니케이

션

효과

정보신뢰성 낮음 높음

개별사례 효과 작음 큼

전체 효과 일률적 판단이 어려움 일률적 판단이 어려움

4. 메시지의 내용

구전 정보의 방향성(valance)은 현재 구전관련 연구들 중 최근까지도 가장 활

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다. 구전정보의 방향성은 정보내용의 방향성을 의

미하는 것으로 Brister(1991)의 연구를 보면, 구전정보의 방향성은 크게 대상물

을 칭찬하는 긍정구전과 대상물에 관하여 사실을 제공하는 중립구전, 그리고 대

상물을 헐뜯는 부정구전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전성률ㆍ허종호ㆍ김종수,

2006 재인용) 지금까지의 구전정보의 방향성은 구전정보의 수용효과와 전달효

4) 성영신ㆍ유형렬ㆍ장인숙(2001), ‘Word of Mouth: On-line상의 소비 구전정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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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라는 두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전정보의 전달효과와 관련해서는 구전

정보의 방향성에 따라 학자들마다 서로 상반된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는데 긍

정구전정보의 우세는 Taylor, Brown(1988); Tesser & Rosen(1975)의 연구로

대변되고, 부정구전정보의 우세는 Folkes(1980), Kamins(1997) 등의 연구로 대

변된다. 구전정보의 수용효과와 관련해서는 부정 구전정보가 긍정구전정보에 비

해 소비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대해 대체로 일치된 연구결과를 보

이고 있다(김창호ㆍ황의록, 1997)

이처럼 부정구전정보가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다음

의 몇 가지를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첫째로 인상형성(impression formation)에

관한 연구로 사람은 대상에 관한 전반적인 평가에 있어서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인 정보에 더 가중치를 두며(Klein 1996; Skowronski, Carlston 1989) 때

문에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인 정보에 더욱 주의를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다

(전성률ㆍ허종호ㆍ김종수, 2006 재인용). 두 번째 이유는 부정적인 정보가 긍정

적인 정보보다 더욱 진단적(diagnostic)이고 정보적인 가치(informative value)를

가진다는 것이다(Maheswaran, Meyers-Levy, 1990; Skowronski, Carlston

1989). 세 번째 기타 이유로는 Goodman(1986)은 부정적인 내용의 형용사가 긍

정적인 내용의 형용사보다 강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Ficke(1980),

Feldman(1966)은 부정적인 정보가 긍정적인 정보에 비해 일반적으로 덜 사용되

면서도 더 큰 놀라움을 주기 때문에 부정적인 정보가 더욱 강한 영향력을 갖는

다고 설명하고 있다.

5. 온라인 쇼핑몰의 유형

구전의 효과는 다양한 다른 요인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며(정재학ㆍ김영찬,

2004) 구전 수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크게 전달자 특성, 수신자 특성, 그

리고 메시지 특성을 들 수 있다(양윤 & 조문주, 2000). 이 가운데 특히 전달자

특성이 정보원천 신뢰도(source credibility)란 관점에서 구전 연구의 초기부터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온라인 구전 상황에서 수용자들은 구전 메시

지 발신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발신자 개인의 특

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효용성 또한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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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온라인 구전 효과를 다룬 기존 연구들이 메시지

발신자 개인보다는 웹사이트 자체를 정보원천으로 간주하게 된 것은 필연적 결

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의 선행연구들은 정보원천으로써의 웹사이트 자체

가 지니는 정확성과 전문성에 따라 수용자가 온라인상의 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한다고 주장한다(Flanagin & Metzger, 2000; Tseng & Fogg, 1999). 또한

웹사이트의 URL 주소에 따라 수용자들이 온라인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Wathen, Burkwell, 2002). 나아가 Gefen(2000)에 의하면 아마

존닷컴의 경우와 같이 웹사이트 자체가 정보원천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는 특

정 웹사이트에 대한 친밀감과 신뢰도가 비례하여 증가함을 알 수 있다(차태훈,

2006).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를 종합해볼 때, 익명성을 가장 큰 특성으로 갖는 온라인

구전상황의 경우, 이와 같이 웹사이트 자체의 신뢰도에 대한 수용자들의 인식이

웹사이트를 통해 접하는 정보 자체의 신뢰도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인터넷 웹사이트의 유형에 따라 구전

정보의 특성 및 효과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를 알아보고자 하는

이 연구의 취지에 맞게 사이트의 유형을 분류하고 정리한 기존의 연구 결과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온라인 구전 정보의 유형을 분류한 박철(2006)은 온라인 사용후기가 게시되는

사이트들 중 그 대표적 유형을 종합몰, 전문몰, 경매사이트, 커뮤니티 사이트로

구분하였다. 박철은 이 연구에서 경매 사이트의 경우, 온라인 리뷰가 있지만, 판

매물품이 모두 소진되거나, 경매 기한이 끝났을 경우 그 제품에 대한 리뷰가 누

적 기록되지 않고 삭제되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의 온라인 리뷰 수집이 불가

능한 특성 상 연구의 어려움이 있어 연구 대상 사이트를 종합몰, 전문몰, 그리

고 커뮤니티 사이트로 한정하였다.

종합몰이란 다양한 제품유형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말한다(예: GS

eshop, G마켓, 옥션 등). 종합몰은 다양한 제품유형을 폭넓게 취급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고, 서비스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구축할 수 있다. 그

러나 다양한 제품유형을 취급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상품에 대한 전문성이 결

여되어 있는 단점이 있다(박철ㆍ이연진, 2003).

전문몰이란 노트북 제품군, 카메라 제품군 등과 같이 특정 제품유형만을 판매

하는 온라인 기반의 쇼핑몰이다(예: 스쿠터 매니아, 보석코리아, 폴로캠프 등).

전문몰의 경우 특정 제품유형만을 취급하기 때문에 전문몰은 상대적으로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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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제를 누릴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특정분야에서 비교적 전문적인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들의 높은 충성도

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박철ㆍ이연진, 2003).

한편, 커뮤니티란 주된 관심사를 논의할 수 있는 특정한 가상공간에서 반복되

는 접촉을 통해 만들어지는 사회적인 관계(Fernback & Thompson1995)이다(플

레이포럼, PSP게이트, DC inside 등). 본래 커뮤니티 사이트의 목적은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의 친목모임이었으나 최근 이런 커뮤니티 사이트를통해서

도 제품과 기업에 대한 구전정보가 많이 유통되고, 공동구매 등 상거래가 발생

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이 커뮤니티 사이트를 기반으로 온라인상의 상거래가 일

부분 이루어지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커뮤니티 사이트는 온라인상의 상거래가

아닌 공통의 관심사를 교환하기 위함이 주목적일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사이트

자체적으로 머천다이저, 수익관리 기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연구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종합몰과 전문몰에 게시된 댓글 형태의 온라인 구

전 메시지를 대상으로 사이트 유형에 따른 신뢰도 인식의 차이, 및 그러한 차이

가 메시지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Ⅲ. 연구가설

이 연구의 주된 변인인 제품의 관여도를 상품에 대한 관여도로 규정하여

FCB 모델에 의한 상품분류를 적용하고자 한다. Richard Vaughn(1979)에 의해

제기된 FCB모델은 등장 이후 학계 및 실무 종사자들에 의해 끊임없이 언급되

어 온 모델이다. 이 모델은 제품에 대한 관여도-고관여, 저관여와 의사결정단계

에서의 두뇌 분화-이성적, 감성적 사고에 따라 4분면으로 나누고 각각에 해당되

는 소비자 유형, 제품 유형 및 적합한 매체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관여도에

따라 구매결과에 따른 실패의 위험성의 정도가 달리 인식되므로 제품구매의사

결정단계에서 관여도는 소비자의 정보탐색 정도에, 그리고 광고를 포함한 정보

원에 대한 태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고관여 상황은 경제적 비용, 자아 유지, 사회적 가치

혹은 새로움에 있어서 중요한 구매의 경우를 뜻한다. 이때, 구매에 위험이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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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며 결과적으로 결정에 있어서 더 많은 주의를 할당하고, 더 많은 정보를

활용하게 된다. 저관여 상황은 구매 위험이 적고 그에 따라 정보탐색 등에 할당

되는 노력이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관심이나 정보 처리가 상대적으

로 적은 편이다. 즉, 고관여 상황의 구매와 저관여 상황의 구매는 그 지각된 위

험도의 차이 때문에 정보탐색유형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온라인 구매상황에서

FCB모델을 적용한 연구 중 하나로 박성용(2006)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박성

용은 해당 연구에서 FCB모델뿐만 아니라 SEC(제품유형을 탐험재; search

goods, 경험재; experience goods, 신뢰재; credence goods로 구분하는 모델)를

접목하여 온라인 구매상황에 적합한 제품군을 조사한 바 있다. 그러나 온라인

구전메시지 효과 연구가 폭넓게 진행되어 있지 않고, 특히 구전메시지의 유형과

FCB모델을 적용한 온라인 구전메시지 효과의 연구 역시 아직까지는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여도가 구전메시지와 같은 정보를 탐색하는

유형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

로 이 연구의 가설을 세워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 구전메시지는 제품관여도(고관여/저관여)에 따라 사이트태도, 제

품태도, 구전효과, 공신력, 브랜드태도,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터넷 구전 상황에서 메시지 효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변

인은 앞서 언급한 사이트의 유형이다. 박철에 의하면 종합몰과 전문몰은 관리자

의 특성, 제품관리, 판매유형, 고객 관리 면에서 상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유통되는 구전정보의 특성 및 효과가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사용 후기 및 댓글의 질적, 양적 수준의 차이 및 수용자가 지각하는

사이트의 신뢰도 수준의 차이가 예상되는 종합몰, 전문몰 두 유형을 중심으로

온라인 구전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이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2 : 구전메시지는 사이트관여(대중몰/전문몰)에 따라 사이트태도, 제

품태도, 구전효과, 공신력, 브랜드태도,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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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논술한 바와 같이 구전정보의 방향성은 제품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

이는 많은 선행 연구들이 있었다. 특히 전성률ㆍ허종호ㆍ김종수(2006) 연구에

따르면, 구전정보의 방향이 브랜드 확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이에 이 연구는 인터넷 사이트의 댓글의 방향성을 통해 소비자의 구전효과

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이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3 : 구전메시지의 제시순서(긍정제시/부정제시)는 사이트태도, 제품

태도, 구전효과, 공신력, 브랜드태도,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

이다.

소비자들은 제품선택에 있어 불확실성이 크고 상황에 대한 인식이 애매할수

록, 자신의 판단에 대한 확신과 몰입(commitment)이 줄어 타인의 판단에 의존

하는 경향이 있다(Ratneshwar, Chaiken 1991). 이때, 타인이 제공하는 정보가

제품의 선택과 구매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특히 온라인 쇼핑몰에 있어

서는 제품의 가시성이 높거나 객관적 평가기준에 의해 검증이 어렵기 때문에

지각된 위험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소비자는 더욱 제품에 관여를 많이 하게 되

며 구전에 의해 제공되는 제품의 평가기준과 준거틀이 제공하는 정보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Price, Feick 1984) 구전은 결국 제품 범주 혹은 제품 특징에 따라

서 그 효과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전성률ㆍ박현진, 2003). 또한 부정

적 구전의 영향력은 해당 제품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도출하였다.

연구가설 4 : 구전메시지의 부정제시는 긍정제시보다 고관여 제품에서, 사이

트태도, 제품태도, 구전효과, 공신력, 브랜드태도, 구매의도는 높

게 나타날 것이다.

연구가설 5 : 구전메시지의 부정제시는 긍정제시보다 고관여 제품에서, 사이

트태도, 제품태도, 구전효과, 공신력, 브랜드태도, 구매의도는 높

게 나타날 것이다.

연구가설 6 : 구전메시지의 부정제시는 고관여제품, 대중몰 상황에서 사이트

태도, 제품태도, 구전효과, 공신력, 브랜드태도, 구매의도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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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날 것이다.

Ⅳ. 연구방법
1. 실험설계

이 연구는 세개의 독립변인을 갖고 있다. 첫 번째 독립변인은 제품관여도로

고관여 제품과 저관여제품으로 나누어 실험물을 구분하였고, 두 번째 독립변인

인 사이트관여는 대중몰과 전문몰로 나누어 실험물을 구분하였고, 세 번째 독립

변인인 구전메시지제시 순서 변인은 긍정제시 부정제시로 나누어 실험물을 구

분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는 2☓2☓2 피험자 간 요인설계로 구성되었다.

2. 실험 광고물

실험광고물은 전문 제작팀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인터넷 쇼핑몰의 환경과 유

사한 상황을 연출하였으며, 각각의 제품에 구전메시지 제시 순서별 내용을 각각

댓글로 사용하였고 댓글의 내용만 차별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긍정제시, 부정제시

환경을 조성 하였다.

2가지 제품의 선정은 앞서 제시한 FCB 모델에 기초하여 제품을 구별한 박성

용(2006)의 목록을 활용하여 고관여제품과 저관여제품으로 나누어 고관여 제품

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저관여 제품을 초콜릿을 선정하여 실험광고물을 구성 하

였다. 모든 제품의 브랜드는 새로운 브랜드를 적용하였고, 이것은 친숙한 브랜

드 이름을 사용할 경우 피험자들이 브랜드에 대해 사전에 갖고 있던 브랜드태

도나 사전에 알고 있던 지식들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혼동효과(confounding

effects)를 제거하기 위함이다.

3. 조사대상 및 표집방법

서울, 경기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각 실험물 당 20명씩 8개의 실험집단으로

나누어 실시하였고 실험참가자는 임의추출법으로 표본을 선정하였다. 무응답으로

일관한 2명을 제외한 이 연구에서는 총 158명의 샘플을 확보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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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속변인

4.1 사이트 태도
사이트에 대한 관여 척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상빈(1994)의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7개의 7점 척도로 되어있다. 문항의 자세한 내용은 “이

인터넷 홈페이지 내용은 나와 (관련이 없다/관련이 있다)”, “이 인터넷 홈페이지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중요하다),” “이 인터넷 홈페이지 내용은 나에게(매우 의

미있다/아무것도 아니다)”, “이 인터넷 홈페이지 내용은(유쾌하다/유쾌하지 않

다)”, (지루하다/흥미롭다), (잘못되기 쉽다/잘못되지 않는다), (위험이 없다/위험

스럽다)이다. Cronbach 값은 .69이었고, 이 연구의 Cronbach 값은 .84였다.

4.2 제품태도
제품에 대한 태도의 측정문항은 LEE(1990)가 사용한 7문항을 이용하였다. 7

점 척도로 이루어진 본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의 내용은 “이 인터넷 홈페이지

의 제품은 (나쁘다/좋다), (싫어한다/좋아한다), (호감이 간다/호감이 가지 않는

다), (즐길만하다/즐길만하지 못하다), (쓸모없다/유용하다), (질이 낮을 것이다/

질이 높을 것이다), (유용할 것이다/해로울 것이다)로 구성되었다. Cronbach 

값은 .91이었고, 이 연구의 Cronbach 값은 .89였다.

4.3 구전 효과(구전정보 유용성) 
구전정보 유용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창호(1997)의 척도를 이용하였고 본 척도

는 9문항 7점척도로 되어 있다. 문항 내용은 “이 인터넷 홈페이지의 내용은 제품을

비교, 평가하는데(많은 도움이 되었다/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 인터넷 홈페이지

의 내용은 제품을 이해하는데(크게 도움이 되었다/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 인터

넷 홈페이지의 내용은 제품을 선택하는데(크게 도움이 되었다/도움이 되지 않았

다)”, 이 인터넷 홈페이지의 제품을 잘못 사게 되면(경제적인 손해가 크다/경제적인

이득이다), 이 인터넷 홈페이지 내용의 제품을 잘못 선택하게 되면(후회한다/후회

하지 않는다), 이 인터넷 홈페이지 내용의 제품을(잘 알아보고 사야한다/잘 알아볼

필요는 없다), 이 인터넷 홈페이지 내용의 제품을 살 때는 잘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중요하다/중요하지 않다), 이 인터넷 홈페이지 내용의 제품이 좋은지 판

단하는 것은(쉬운 일이 아니다/쉬운 일이다), 이 인터넷 홈페이지 내용의 제품을



第25號 온라인 구전의 긍정 또는 부정 제시 순서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효과 185

모든 사람이 다(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잘 알고 있다)이다. Cronbach 값은 .85

였으며, 이 연구의 Cronbach 값은 .84였다.

4.4 정보원의 공신력 
정보원의 공신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McCrosky(1966)의 척도를 이용하였다. 8

개 문항으로 구성된 7점 의미변별척도로서, 문항 내용은 이 인터넷 홈페이지의

구매후기는 “믿을 수 없다/믿을 수 있다”, “부정직하다/정직하다”, “정보에 밝다/

정보에 어둡다”, “호감이 간다/호감이 안 간다”, “비전문적이다/전문적이다”, “유

쾌하다/불쾌하다”, “비지성적이다/지성적이다”, “이기적이다/이타적이다”이다. 이

연구의 Cronbach 값은 .76이었다.

4.5 브랜드에 대한 태도
브랜드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Abelson, Kinder, Peters 및 Fiske

(1982)가 제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상표에 대한 나의태도는 (좋다/나쁘

다), (부정적이다/긍정적이다), (호감을 갖고 있다/호감을 갖고 있지 않다)”, “이

제품은 (품질이 좋다/품질이 나쁘다), (유익한 제품이다/무익한 제품이다), (중요

한 제품이다/중요하지 않은 제품이다)의 6개 문항으로 된 7점 척도로 되어 있

다. Cronbach 값은 .85였고, 이 연구의 Cronbach 값은 .87이었다.

4.6 구매의도
해당 구매의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Stafford 및 Chowdhury(1996)가 개발한 척

도를 이용하였다. 3개 문항으로 구성된 7점 척도로 되어있다. 문항 내용은 “이

제품을(살 것 같지 않다/살 것 같다), (살 가능성이 없다/살 가능성 있다)”, “이

제품을 확실히 (사지 않을 것이다/살 것이다)”이다. Cronbach 값은 .92였고 이

연구의 Cronbach 값은 .88이었다.

Ⅴ. 결과분석
1. 사전조사

이 연구에서 실험에 사용될 실험용 인쇄광고물의 선정을 위하여 광고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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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FCB 모델에 따른 네

가지 제품 모두를 실험하기에는 충분한 수의 응답자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고관여 제품군에서 이성적/감성적 제품군에서 하나, 저관여 제품군에서 이

성적/감성적 제품군에서 각각 하나를 선정하였다. 이때 t-검증을 사용하였다. 구

체적으로 보면 고관여 제품군에 있어서 고관여이성형(M=3.94 SD=.90)이 고관여

감성형(M=3.33 SD=1.44)보다 평균이 높아 고관여 제품으로 선정하였고 t통계값

은 3.188 그리고 유의확률 p=.002로 두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저관여제품군에 있어서 저관여감성형(M=4.00 SD=.90)이 저관여이

성형(M=3.43 SD=1.52)보다 평균이 높아 저관여 제품으로 선정하였다. t통계값

은 -2.783 그리고 유의확률 p=.005로 두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2. 종속변인에 대한 신뢰도 검정

이 연구의 종속 변인으로 설정한 사이트태도, 제품태도, 구전효과, 공신력, 브

랜드태도, 구매의도에 대한 신뢰성 분석을 하였다. 먼저, 사이트 태도의 7개 항

목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 값이 .759로 나타났으나, 사이트태도의

2개 문항을 제거한 Cronbach 값은 .847로 높게 나타나 문항을 제거하고 사이

트 태도의 5개 문항을 합산하고 평균하여 사이트 태도의 종속변수로 측정하는

데 사용하였다. 제품태도의 7개 항목에 대한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 값이

.89로 나와 7개 문항을 합산하고 평균하여 제품태도의 종속변수로 측정하는데

사용하였다. 구전효과의 경우 9개 항목에 대한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 값

이 .27로 매우 낮게 나타나 구전효과의 문항 중 6개 항목을 제거하여 측정한 결

과 Cronbach 값이 .84로 다소 높게 나타나 문항을 제거하고 구전효과의 3개

항목을 합산하고 평균하여 구전효과의 종속변수로 측정하는데 사용하였다. 공신

력의 경우 측정항목 8개 항목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 값이 .69로

나타나 공신력의 1개문항을 제거한 Cronbach 값이 .76으로 다소 높아져 7개

문항을 합산하고 평균하여 공신력의 종속변수로 측정하는데 사용하였다. 브랜드

태도의 경우 측정항목 6개 문항을 신뢰도 검사를 한 결과 Cronbach 값이 .87

로 높게 나타나 6개 문항을 합산하고 평균하여 브랜드태도 종속변수로 측정하

는데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구매의도에 3개 항목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 값이 .88로 다소 높게 나와 구매의도의 3개 문항을 합산하고 평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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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구매의도의 종속변수로 측정하는데 사용하였다.

3. 연구가설 검증

이 연구는 종속변인들에 대한 구전효과와 관련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Three-Way M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품관여도(고관여/저관여)와 사이

트관여(대중몰/전문몰), 그리고 구전메시지 제시순서(긍정제시/부정제시)에 따라

사이트태도, 제품태도, 구전효과, 공신력, 브랜드태도, 구매의도의 종속변인에 어

떠한 요인이 영향을 비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M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사이트태도, 제품태도, 구전효과, 공신력,

브랜드태도, 구매의도는 종속변인들 간의 상호관련성이 있으므로 종속변인 별로

독립된 ANOVA 분석을 반복하는 경우보다 MANOVA 분석이 더 타당한 통계

분석 방법으로 판단되었다.

<표 2> MANOVA와 ANOVA 분석 결과

MANOVA ANOVA(F값)

주효과
Wilks'

Lambda

Approx

F값
자유도

사이트

태도

광고

태도

구전

효과
공신력

브랜드

태도

구매

의도

제품관여도(A)

(고관여/저관여)
.88 3.10* 1 5.13* .72 9.15* 1.54 .17 1.16

사이트관여(B)

(대중몰/전문몰)
.94 1.36 1 1.71 4.59* .29 .00 5.01* 6.13*

구전제시순서(C)

(긍정제시/부정

제시)

.89 2.94* 1 .30 9.06* .06 1.02 12.01* 11.05*

상호작용효과

A*B .92 2.06** 1 1.31 4.41* 2.12 1.23 4.66* 5.78*

A*C .98 .36 1 .13 .17 .16 .00 .01 .57

B*C .95 1.09 1 1.92 .26 .06 .91 .33 1.43

A*B*C .93 1.61 1 .43** .73 .44** 1.58 4.17* 1.86

Note : p< .05* p< .10**

<표 2>에 나타난 MANOVA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품관여도와 구전제시순

서에 의한 상호작용 효과는 Wilks' Lambda 값이 .92(F=2.06, df=1, p<.10)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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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적인 ANOVA 분석에서 광고태도

(F=4.41 p<.10), 브랜드태도(F=4.66, p<.05), 구매의도(F=5.78 p<.05)의 종속변인

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반면, 사이트태도(F=1.31, p<.05)와, 구전효과

(F=2.12, p<.05)와, 그리고 공신력(F=1.23 p<.05)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 이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평균값 비교를 통하여 분석을 하면 제품

관여도와 사이트관여의 상호작용은 광고태도에 있어 고관여 제품에서 대중몰

(M=4.23, SD=.85)이 전문몰(M=3.61 SD=.92)보다 광고태도 평균값이 높게 나타

났으며, 저관여 제품에서 대중몰(M=4.05, SD=1.05)이 전문몰(M=4.04, SD=.97)보

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브랜드태도에 있어서는 고관여 제품에서 대중몰

(M=4.16 SD=.72)이 전문몰(M=3.54 SD=3.54)보다 브랜드 태도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저관여 제품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구매의도에 있

어서는 고관여 제품에서는 대중몰(M=3.56 SD=1.21)이 전문몰(M=2.55 SD=1.24)

보다 구매의도에 있어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저관여 제품에서는 대중몰

(M=3.30 SD=1.59)이 전문몰(M=3.27 SD=1.33)보다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제품관여도(고관여/저관여)에 대한 주효과는 Wilks' Lambda값이, 88(F=3.10,

df=1, p<.0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를 좀더 자세히 분석

해 보면 제품관여도에 대한 사후적인 ANOVA 검색에서는 종속변인인 사이트

태도(F=5.13 p<.05)와 구전효과(F=9.15 p<.05)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난 반면에 광고태도(F= .72 p<.05), 공신력(F=1.54 p<.05) 브랜드태도

(F=.17 p<.05), 그리고 구매의도(F=1.16 p<.05)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사이트태도에 있어 고관여 제품(M=3.94,

SD=1.09)이 저관여 제품(M=3.54, SD=1.11)보다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구전

효과에서는 고관여(M=4.80, SD=1.20)이 저관여(M=4.22, SD=1.15)보다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구전제시순서(긍정제시/부정제시)에 대한 주효과는 Wilks' Lambda 값이

.89(F=2.94, df=1 p<.0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사후적인

ANOVA 분석에서는 종속변인 광고태도(F=9.06, p<.05)와 브랜드태도(F=12.01

p<.05)와 그리고 구매의도(F=11.05 p< .05)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광고태도에 있어 긍정제시(M=4.21 SD= .83)가 부정제

시(M=3.76 SD=3.76)보다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브랜드태도에 있어서는 긍

정제시(M=4.14 SD= .89)가 부정제시(M=3.62 SD= .94)보다 높게 나타났다.

MANOVA 분석에서 사이트관여에 대한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사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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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ANOVA 분석에서는 광고태도(F=4.59 p<.05)와 브랜드태도(F=5.01 p<.05),

그리고 구매의도(F=6.13 p<.05)에서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사이트관여가 광고태도에 있어서는 대중몰

(M=4.14 SD=.95)이 전문몰(M=3.83 SD=.96)보다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브

랜드태도에 있어서는 대중몰(M=4.04 SD=.87)이 전문몰(M=3.72 SD=1.00)보다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구매의도에 있어서는 대중몰(M=3.43, SD=1.41)이 전문

몰(M=2.91 SD=1.33)보다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MANOVA 분석에서는 제품관여도, 사이트관여, 구전제시 세 독립 변인

에 대한 상호작용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사후적인 ANOVA 분석에서는 종속변

인인 사이트태도(F=.43 p<.10), 구전효과(F=.44 p<.10) 그리고 브랜드태도

(F=4.17, p<.05)에서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사이트태도에 있어서는 고관여 대중몰 긍정제시(M=4.30 SD=

.98)가 가장 높은 평균값을 가지며, 저관여 대중몰 부정제시(M=3.35 SD=1.18)가

가장 낮은 평균값으로 나타났다. 구전효과에 있어서는 고관여 전문몰 부정제시

(M=4.91 SD=1.46)이 가장 높은 평균값을 저관여 전문몰 부정제시(M=4.01

SD=1.20)이 가장 낮은 평균값으로 나타났다. 브랜드태도에 있어서는 저관여 대

중몰 긍정제시(M=4.37 SD=.78)가 고관여 전문몰 부정제시(M=3.17 SD= .64)가

가장 낮은 평균값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연구가설 1은 제품관여도가 주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지지 되었으며, 특히 종속변인인 사이트태도, 구전효과에서 보다 상대

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연구가설 2는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아 가설은 기

각 되었으나, ANOVA 분석에서 광고태도, 브랜드태도, 구매의도에서는 유의미

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가설 3은 주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지지

되었으며 광고태도, 브랜드태도에 있어서 상대적인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

다. 연구가설 4와 5는 상호작용효과를 발견하지 못하여 기각 되었으며 연구가설

6은 MANOVA 분석에서는 상호작용효과를 발견하지 못하여 기각 되었으나

ANOVA 분석을 통해서 부분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사이트태도에 있어서는 구

전메시지의 긍정제시가 고관여 대중몰에서 가장 높은 영향력을 미치며, 구전효

과에 있어서는 구전메시지의 부정제시가 고관여 전문몰에서 가장 높은 영향력

을 브랜드태도에 있어서는 구전메시지의 긍정제시가 저관여 대중몰에서 가장

높은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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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집단별 사이트태도 점수

<그림 2> 집단별 제품태도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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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집단별 구전효과 점수

<그림 4> 집단별 공신력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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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집단별 브랜드태도 점수

<그림 6> 집단별 구매의도 점수

Ⅵ. 결과 및 논의

이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자면, 구전메시지가 제품관여도에 있어서 주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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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냄으로써 연구가설 1은 채택이 되었다. 이는 구전메시지는 제품의 관여도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을 시사해준다고 할 수 있다. 사이트관여와 구전메

시지의 관계에 관한 주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설 2는 기각되었다. 이는 사이트

관여에 있어서는 구전효과의 관계 보다는 구전의 내용이 사이트관여와 상관없

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즉 사이트관여와 구전효과와의 주효과는 발

견되지 못하였지만, 사이트관여가 광고태도, 브랜드태도, 구매의도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발견한 것은 이러한 설명을 뒷받침해준다고 생각되어진다. 구전제시순서

에 따른 연구가설 3은 주효과가 발견이 되어 채택이 되었다. 이는 구전제시순서

에 구전메시지의 효과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 연구 결과의 특징은 기존의 구전메시지 연구에서 구전메시지 방향, 특히

부정메시지가 긍정메시지보다 영향이 크다는 연구논문과 상반되는 결론을 도출

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구전제시순서에 있어 긍정제시는 부정제시보다 통계

적 유의미한 결과인 광고태도에서는 긍정제시가 부정제시로 평균값이 높게 나

타나고, 브랜드 태도에서 있어서도 긍정제시가 부정제시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한 통계적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지만, 긍정 제시는 사이트태도에서의 긍정제시

는 부정제시와 비교해서 높게 나타났으며, 구전효과에서의 긍정제시는 부정제시

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공신력에서의 긍정제시(는 부정제시

보다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구매의도에서의 긍정제시는 부

정제시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그간 선행연구의 긍정적 정보보다

부정적 정보에 더 주의를 집중하게 되어 제품의 평가나 제품의 구매에 영향을

미친다(Herr Kardes, Kim 1991; Wright 1974)라는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를 도

출하였다. 이 연구가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들을 도출한 것에 대한 유추적 해석

을 하자면 우선, 이 연구는 긍정제시와 부정제시를 100% 조작화 하여 편향된

메시지를 보여주지 않았다. 즉 이 연구에서는 긍정제시와 부정제시가 동시에 존

재할 때, 대부분의 인터넷 쇼핑몰의 관계자들의 행위 즉 긍정 댓글 중심의 관리

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규명하고자 의도적인 구전메시지 제시순서를 조작한 것

이다. 이에 실험대상 소비자에게는 일상적인 구매환경과 같은 조건을 만들어 줬

고 이 실험결과들과 같이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는 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발견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이러한 발견은 기존의 프레임 연구에서 단순한 긍정

제시와 부정제시에 따른 상충된 연구 결과들을 goal framing제시를 통한 연구

결과들의 규칙성을 제시(Irwin P. Levin, Sandra L. Schneider and Gary J.

Gaeth 1998)한 연구와 일치된 부분이 있다. 즉 프레임에는 순서효과(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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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에5)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처음효과(Primacy effect)

의 영향이 goal frame에서의 긍정제시의 이득에 해당하는 영향이라는 것이다.

즉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구매는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

을 수행한다(박철 2006; 이문석, 황장선 2006)라는 기존 선행 연구들로 비추어

볼 때, 소비자들은 위험회피요소로 긍정제시가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주목할 만한 결과로서는 종속변인인 구전효과와 공신력을 제외하고는

사이트태도, 광고태도, 브랜드태도, 구매의도에 있어 구전메시지의 긍정제시는

고관여제품 대중몰에서 가장 큰 평균값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는 소비자에게 있

어서 고관여 제품에 대한 관여 상황이 더욱더 대중몰에서의 일반인들에 의해

구성된 댓글의 긍정제시를 더욱더 신뢰한다라고 유추해볼 수 있겠다.

결국 구전제시의 긍정제시의 선제시는 소비자들에게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른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긍정적인 구매댓글에 높

은 포인트 점수를 주는 이유를 학문적으로 검증하였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라고 하겠다.

한편, 이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인터넷 구전메시지의 탐색적 연구를 답습하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제품

의 관여와 구전메시지의 제시순서가 소비자의 커뮤니케이션 행동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제품의 관여와 사이트형태와 구전메시

지의 상호작용에 관한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변인이

어떠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즉, 그 영향력

의 크기를 명확하게 규명해내지 못한 것은 이 연구의 한계점이며 향후 연구에

있어서 해결해야할 과제라 판단된다. 두 번째로 이 연구에서 제품 관여도에 따

른 구전 메시지의 차별적 영향력을 알아내기 위하여 개인적 관여를 고려하지

않고 통상적인 제품관여로 나눠 연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이는 FCB 모델에

따른 제품관여 분류가 각 개인의 특성에 따른 상황적 관여 수준의 차이에서 오

는 결과(김한수, 1992)로 해석될 수 있으며, 1970년대 말 이후에 소비자행동 연

구자들의 기억에 저장된 소비자의 지식의 그들의 인지과정에 강한 영향을 준다

는 연구결과들과 관련하여 제품에 대한 사전지식이 관여에 영향을 준다(김성훈

2003, 재인용)고 본다면, 이 연구에서의 제품에 대한 사전지식을 통제하지 못한

5) 순서효과란 동일한 내용의 메시지라도 그 메시지의 순서를 달리함으로써 개인은 다르게 지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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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적 한계에서 오는 결과로 예측된다. 향후 연구과제에 있어서는 제품의 사전

지식에 따른 관여도에 따라 구전메시지의 효과를 연구하는 것도 좋은 연구주제

라 생각이 된다. 마지막으로 프레임 제시순서는 종속변인인 브랜드태도, 구매의

도에 있어서 가장 긴밀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데 향후 이 연구를 바탕으로 프

레임 제시순서가 구매의도에 어떠한 크기와 영향을 구사하는지 구분할 수 있다

면, 하나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진다. 세 번째로 온라인 구

전이라는 것이 단순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댓글 중심으로 살펴보았다는 것이

다. 이는 온라인 구전에 대한 Stephen D(2007) 연구에 따른 4가지 기능 즉, 행

동적 상호작용, 정보의 반응, 반응의 속도, 구전의 전파로 바라볼 때, 지극히 기

능 일부분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구전의 보다 폭넓은 접근을

통해서 구전의 프레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연

구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소비자의 긍정메시지의 관리

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특히 댓글의 개수에 따른 소비자의 반

응이 연구되어진다면, 부정 댓글의 개수 또는 부정 댓글의 위치에 따라 소비자

의 구매 행동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적 성과를 바탕

으로 볼 때, 구전의 메시지의 초기 긍정적인 댓글은 소비자의 구매 행동에 지대

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기업의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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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earch on the difference of verbal effect on sequences of positive

indication and negative indication of verbal message

: Based on replies on shopping mall

6)Ryu, Choon-ryul*ㆍChin, Hong-kun**ㆍHan, Kwang-seok***

Previous research on negative contents of verbal message being more

influential has a two broad streams as impression formation theory and

negative information having an more diagnostic informational value.

Therefore, this research was intended to obtain consistent results from

researches by message frame segmentation of verbal message and to

determine the medium of verbal message. It was proven from the research

that objects influencing verbal message are being effected by the

participation ratio of products and the positive indication is having more

meaningful difference than the negative indication statistically unlike to the

results of previous researches. Unlike just a biased positive message or

negative message as the result of previous research, it was proven that the

positive indication is influential regardless of sequences according to

participation ratio and site participation in case of positive and negative

being existing together.

Key Words : Verbal message, frame, Product participation, site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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