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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최근 랜드 커뮤니티를 통하여 랜드에 한 정보를 능동 으로 공유하고, 기업의 생산이나 여타 마

활동에 직, 간 으로 향을 미치는 고객들이 많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온라인 랜드 커뮤니티 

안에서의 커뮤니티 이용자들의 특성을 분석하여 서비스 실패 시에 나타날 수 있는 부정  감정과 행동  

반응과의 계에 하여 연구하 다. 연구 결과 부정  감정  보복감은 실망감과 배반감의 선행 감정이 

일어나고서야 나타나는 감정으로 나타났다. 부정  감정에서 보복감은 부정 인 구 과 단체불평행동에 

각 각 향을 미쳤으나, 실망감은 부정 인 구  행동에만 향을 주었으며 배반감은 행동 인 반응 어디

에도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 다. 이는 배반감의 단일한 감정만으로는 행동 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소비자 자발형 랜드 커뮤니티이용자들에는 랜드를 선호하는 감정

을 가진 소비자들 외에도 랜드에 한 정보 탐색을 목 으로 방문하는 고객들도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는데, 커뮤니티 내에서 랜드에 한 부정 인 분 기는 잠재고객들에게도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존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 간의 연구는 학문 으로 실무 으로 모든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중심어 :∣온라인브랜드커뮤니티∣부정적 감정∣관계단절행동∣

Abstract

Most of studies concerned with on-line Brand community show that it makes users to 

increase their brand loyalty and brand attachment. But it wouldn't be explained that on-line 

brand community could be the field of consumer's public complaining in service failure. So, this 

study tried to focus the dimensions of negative emotions and customer characteristics that may 

cause relationship dissolutions in on-line brand community. The findings of the present study 

following as,  high relationship quality of on-line brand community user directly effects 

negative emotions, especially, disappointment and betrayal. second, disappointment and betrayal 

influences the desire of revenge. Third, customer's negative reactions (for example, negative 

replies about the brand  or public complaining in community) are mediated by customer's desire 

of revenge. The analysis was held with brand community customers who has been experienced 

service recently by using SPSS14K and Smart PLS 2.0. The study verified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hypothesizing the between emotional factors and negative reactions. In 

conclusion, this article provides implications into understanding of customer's negative emotions 

and user's characteristics that cause negative reactions in on-line brand community. thus, this 

may allow marketers to have managerial insights on handling of on-line brand community 

independently operated by consu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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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터넷의 출 은 인간의 생활과 행동방식에 많은 변

화를 주고 있다. 이에 기업은 경쟁사보다 자사의 제품 

혹은 자사 랜드에 해 심을 가지도록 온라인 커뮤

니티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고객들과의 상호작용을 더

욱 증진 시키고 있다. 한 기존의 연구에서 제품과 서

비스의 선택 그리고 신제품 정보의 확산에 요한 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객의 구 정보의 요성이 언

되면서(Arndt 1967; Engel, Kegerreis and Blackwell 

1969; Feldman and Spenser 1965; Keaveney 1995) 기

업과 고객 그리고 고객과 고객사이의 구 의 상호 작용

을 담보한 온라인 랜드 커뮤니티는 단순한 정보 교류

나 친목도모의 차원을 넘어서 기업의 마  활동에 능

동 인 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의 장이 되고 있

다(Fernback 1995; Hagel and Amstrong 1997; 

Rheigold 1994). 

랜드 커뮤니티란 ‘지리 인 공간을 넘어서 특정한 

랜드를 선호하는 사람들 간에 형성된 사회  계의 

집합체’로 정의되고 있다(Muniz and O'Guinn 2001). 

McAlexander, Schouten and Koenig(2002)의 연구에서

는 Muniz and O'guinn(2001)의 정의를 기 로 함과 동

시에 이를 보다 확장시켜 고객의 경험을 시하면서도 

랜드, 제품, 고객, 마 터가 상호 작용하는 새로운 이

론  모형을 통해 고객이 심이 되는 랜드 커뮤니티

로 재정의 하 다. 

이러한 랜드 커뮤니티는 고객과 사용자의 일 일 

계를 넘어서서 고객과 랜드, 그리고 유사한 고객들 

간의 계 네트워크를 형성시키고 몰입하도록 리해

야 한다고 한다(Devasagayam and Buff 2008). 한 이

 연구들은 랜드 커뮤니티에 해 정 인 연구만을 

수행했다는 을 지 하면서 이를 동 인 차원으로 

근한 McAlexander, Schouten and Koenig(2002)의 연

구에서는 랜드 커뮤니티는 지리 으로 집 화 되어

있을 수도 있고(Holt 1995), 산재되어 있을 수도 있으며

(Boorstin 1974) 완 히 가상공간을 기반으로 존재할 

수도 있다고 하 다(Granitz and Ward 1996; Kozinets 

1997; Tambyah 1996). 한 의사소통의 양이나 방법, 

다른 구성원에 한 지식의 정도등과 같이 사회  상황

과 련된 부분에서도 다양한 형태를 보이게 된다

(Boorstin 1974; Granitz and Ward 1996). 

많은 온라인 랜드 커뮤니티연구들이 국내에서 다

양하게 이루어져 왔다(이문규, 김태 , 김 경 2004; 강

태  김재  박진우 2005). 이러한 기존의 여러 온라인 

랜드 커뮤니티에 한 연구들은 부분 온라인 랜

드 커뮤니티 활동 동기에 한 연구, 커뮤니티 활성화 

연구와 그에 따른 성과를 찾는 것이 부분이었다. 하

지만 온라인 커뮤니티가 기업의 마  활동에 있어 

정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근과 달리 기업의 랜드 

리에 있어 험 요소로 작용하는 실제 사례들 역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를 들면 국내 유명 자동차 랜드인 YF소나타의 

경우 오랜 기간 한민국 형차를 표하는 이미지와 

명성에 추가로 쿠페 형식을 가미하여 출시 부터 커뮤

니티를 심으로 고객들의 심을 끌었다. 하지만 해당 

랜드의 결함에 한 정보가 온라인 랜드 커뮤니티 

내에서 속하게 확산되면서 고객 불만의 장(場)이 형

성되기도 하 다. 비슷한 로 스마트폰의 시장에서 기

주 던 ‘모토로이’도 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아이

폰과 비교해 볼 때 장 공간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제

기되어 인터넷 동호회와 커뮤니티를 심으로 해결방

안을 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하 다. 

일반 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는 계 마 에 있어 

정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반

로 앞서 언 되었던 사례와 같이 온라인커뮤니티의 높

은 상호 작용성은 고객과 기업간의 계 마 에 있어 

해당 랜드의 서비스나 상품 실패 시에 부정  감정을 

고조시켜 고객 충성도와 계 품질에 역기능을 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부정  정보가 의사결

정시 정  정보보다 더욱 강력한 향을 미치는 속성

을 고려해 볼 때(Richins 1983; 김창호, 황의록 1997) 소

비자 자발형 랜드 커뮤니티내의 불만 표출은 기업의 

계 마  활동에 심각한 악 향을  수 있을 것으

로 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이루어져 온 랜드 커뮤니티 

련하여 이루어진 순기능  연구들과 달리, 소비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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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형 온라인 랜드 커뮤니티 환경에서 특정 랜드의 

제품 혹은 서비스 실패 시에 해당 랜드 커뮤니티 고

객들이 어떤 감정 인 특성을 보이며, 어떤 과정을 통

해 부정  행동 표출에 이르게 되는지에 해 을 

두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최근에 소비자 자발형 

랜드 커뮤니티이용자들은 랜드를 선호하는 감정을 

가진 소비자들 외에도 랜드에 한 정보 탐색을 목

으로 방문하는 고객들도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다, 

커뮤니티 내에서 랜드에 한 부정 인 분 기는 잠

재고객들에게도 부정  향을 미칠 수 있다. 기존 커

뮤니티 구성원들의 행동을 연구하는 것은 학문 으로 

실무 으로 모든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그 동안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랜드 커뮤니티의 

역기능에 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랜드커뮤니티의 

선행연구들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가설설정

1. 관계품질  

계 품질은 개인  개인의 계 연구나 개인  개

인의 커뮤니 이션 상황에 있어 연구되어 오던 과제들

이었다(Fincham and Bradbury 1987). 최근 계 마

을 이론 으로 구성하는데 요한 개념으로 계품

질이 사용되고 있으며 궁극 으로 기업과 고객과의 

계의 깊이를 고양시키는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Aaker 

et al., 2004). 먼  Bove and Johnson(2000)은 서비스 

차원에서 계품질을 보면서 종업원에 한 고객의 

계몰입 수 과 고객이 개별 서비스에 해 가지는 고객 

신뢰의 정도, 크기와 요성, 범 를 계 강도와 연

시켜 설명하 다. 

본 연구에서는 재 계품질에 보편 으로 사용되

고 있는 구성 요소인 만족, 신뢰, 몰입을 정의하여 연구

에 사용하고자 한다. 첫째, 만족이란 제품이나 서비스의 

객  품질과 성과에 해 고객이 지각하는 결과로서 

나타나는 감성  반응을 말한다[5]. 둘째, 신뢰는 거래 

상 방간의 상호 작용의 질을 높이고, 력 계의 수

을 높이며 궁극 으로 성과를 향상시키는 구실을 하

게 해주는 것을 말한다[5]. 마지막으로 몰입은 장기 인 

계를 유지하기 한 필수 인 요소로서 특히 인터넷 

환경에서 발생하는 몰입은 온라인 기업과 온라인 고객

과의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개념이다[5].

한편 계의 지속성과 향력의 정도에 따라 두 가지 

유형의 계 품질로 정의된다. 즉 계 품질은 높은 수

의 계 품질과 낮은 수 의 계 품질로 분류되며 

높은 수 의 계 품질의 경우 소비자들은 공동 계로

서 규정되며 계의 지속성이 길고 기업과의 계를 더

욱 잘 인지하기 때문에 높은 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간주된다. 반 로 낮은 계 품질의 고객들은 주로 거

래 규범(exchange norms)에 의해 동기부여 되며 높은 

수 의 계 품질에 비해 계의 지속성이나 향력이 

약한 것으로 여겨진다[9].

따라서 만약 랜드의 성향이 계의 규범에 해를 가

한다면, 그 랜드는 부정 으로 평가될 것이고 반 로 

랜드의 성향(action)이 계의 규범을 수행한다면 그 

평가는 정 이게 된다[9].

결국 높은 계품질의 고객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실

패에 해 단순히 상품이나 서비스 그 자체의 결함이나 

손실에 해 을 두는 것이 아닌 자신의 랜드와 

이제까지 맺어온 계의 손상에 심을 두게 되어 낮은 

수 의 계 소비자에 비해 더 큰 부정  감정을 가지

게 될 수도 있다[9]. 결국 두 가지 형태의 계 품질의 

유형에 따라 온라인 유 들이 상품이나 서비스 실패를 

경험한 후 랜드 커뮤니티 내에서 보이는 반응이나 태

도는 달라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Gregorie et al.(2009)는 일반 으로 높은 계 품질을 

지각한 소비자들이 서비스 실패에 따른 피해자가 된다

면 해당 랜드에 해 더욱 공격 인 성향을 가진다고 

말한다. 이것은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높은 수 의 

계 품질을 형성한 소비자의 경우 단순히 상품이나 서비

스 교환에 한 불만이 아닌 랜드 자체에 한 신뢰

감, 몰입도, 나아가 그 동안 지속해 왔던 랜드에 한 

헌신에 한 실망감, 배반감이 동반되기 때문인 것으로 

간주된다[34].

요약하면 높은 계 품질을 가진 고객은 낮은 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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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품질을 가진 고객 보다 상품이나 서비스 실패에 

해 더 부정 인 감정을 느낄 수 있다. 반 로 낮은 

계 품질 고객들은 으로 경제  가치의 교환에 

여하여 서비스 실패에 해 높은 계 품질을 가진 고

객만큼 부정  감정(실망감, 배반감, 보복감)과 여하

지 않을 것이다.

H1: 서비스 실패상황에서 랜드에 한 높은 계

품질은 부정  감정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

다

1-1: 서비스 실패상황에서 랜드에 한 높은 계

품질은 실망감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1-2: 서비스 실패상황에서 랜드에 한 높은 계

품질은 배반감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1-3: 서비스 실패상황에서 랜드에 한 높은 계

품질은 보복감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2. 부정적감정(실망감, 배반감, 보복감)  

부정  감정에서 실망감이란 ‘의사결정의 주체가 이

의 기 와 획득된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야기되는 소

비자 감정’이다(Bell 1985). 를 들어 랜드가 제공하

는 홍보물이나 고를 먼  한 후 기 했던 서비스가 

좋은 품질을 제공하지 못했을 때, 고객은 실망을 느끼

게 될 것이다. 실망은 희망(hope), 바람(desire), 혹은 약

속(promise)과 같은 개념과 련이 깊다. 실망은 단지 

부정  결과가 있기 때문에 유발되는 감정이기 보다는 

정 인 결과가 있지 못했기 때문에 유발되는 감정이

다. 한 실망의 정도는 기 와 상 계를 가진다고 

하 다. 기 가 클수록 실망도 크다고 하 다. 따라서 

실망은 정 인 결과나 기 를 이루지 못하 을 경우

에 발생하는 감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Bell(1985)은 

실망을 기  수 과 기 의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과 

련하여 설명하 다. 이 의 기  수 이 클수록 실망은 

증가하고, 기 한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을수록 실

망은 작아진다고 하 다. 

배반감은 신뢰하고 임하 으나 획득한 결과가 고

객의 수용 역을 과함으로써 야기되는 고객의 감정

으로써 서비스제공자에 한 신뢰가 깨질 때 생기는 

으로 느끼게 되는 부정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Feinberg et al. 2002). 배반감은 불확실한 기 수 에 

기인하며 형 으로 다른 것들(서비스 제공자) 혹은 

그 범주 내에 있는 것들을 비난하는 것들과 련이 있

다. 를 들어, 단골로 거래하고 있는 은행이 단골고객

인 나에게 더 좋은 가격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규 고객에게만 리를 할인해 주고 더 성의 

있는 융자문을 해 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배반감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믿고 임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임한 사람을 이용하거나 혹은 해를 끼치면 고

객들은 배반감을 느끼고 계단 행동을 하게 된다

(Koehler and Gershoff 2003). 배반감도 희망(hope), 바

람(desire), 혹은 약속(promise)과 같은 개념에 련이 

있으며 부정 인 결과가 있기 때문에 유발되는 감정이

다. 고객들이 부당하다고 우 받는다고 믿는 것은 

 증가하는 인 정보환경과 지식 등을 통해서 본

인 스스로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정보가 쉽게 얻어

지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상 인 비교를 통해서 고

객 자신이 속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더욱 배반감을 느

끼게 될 것이다[4]. 랜드에 한 계품질이 높고 자

신이 선호하는 제품에 한 정보와 지식이 많은 온라인 

랜드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서비스 실패상황에서 배

반감을 느끼며 계단  행동  하나인 부정  구 을 

하게 될 것이다.

보복감이란 기업이 발생시킨 피해에 하여 기업에

게 응하기 해 피해를 입히거나 보복하려는 고객의 

감정 상태를 말한다(Bechwati and Morrin 2003; 

Gregoire and Fisher 2006). 일반 으로 계 마 에 

있어 보복감이란 어떤 기업이 상품이나 서비스 실패를 

야기 시켰을 경우 그에 해 처벌을 가하거나 해당 실

패에 해 보상을 하게 만드는 고객들의 일련의 노력으

로 정의 된다(Skarlicki and Folger 1998). Gregoire and 

Fisher(2006) 역시 보복감에 해 이와 비슷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그의 연구에 따르면 보복감이란 상품과 

서비스 실패를 일으킨 기업에 처벌을 가하도록 하는 고

객들의 요구로 정의한다. 결국 계 마 의 에서 

보복감은 어떤 불만 상황을 자연스럽게 해결하지 못한 

고객들의 마음 상태를 반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Finkel et al., 2002). 고객들은 상품이나 서비스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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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해당 기업과의 계에 있어 

불균형을 인지하게 되며 경제 으로 그리고 손상된 

계 상황을 해결하고 복원하기를 희망하게 된다(Finkel 

et al., 2002). 이와 더불어 계  측면에 있어 고객들은 

기업과 그들의 계가 기업에 의해 심사숙고되고 기업

으로부터 수  높은 우를 받기를 원한다(Lind and 

Tyler 1988). 이것은 그들이 해당 기업 입장에서 가치 

있는 고객들이며 고객들 역시 해당 기업과의 계에 있

어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여왔기 때문이다(Lind and 

Tyler 1988). 고객이 기업과 불만 상황을 원만한 방법으

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 때 보복감은 

그 상황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작용하게 된다

(Gregoire and Fisher 2006). 이것은 고객이 어떤 기업

의 잘못으로 인해 높은 수 의 불만 상황과 부정  감

정에 휩싸이게 되었을 때 부정  감정과 연 된 심리상

의 과부하를 해결하기 한 행 로 해석된다(Gregoire 

and Fisher 2006).  그리고 이런 감정은 특정한 행 를 

이끈다. 그러므로 보복감은 소비자가 수동 이거나 회

피하려는 성향과는 반 로 기업에 해 극 으로 제

재를 가하려는 심리를 말하고 있다. 

H2-1: 서비스 실패상황에서의 실망감은 보복감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H2-2: 서비스 실패상황에서의 배반감은 보복감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3. 관계단절행동

고객이 불만족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 행동을 취하냐

에 한 연구에 의하면 불만족한 고객들은 제품구매를 

단하거나 회사나 제3자(소비자 보호원, 신문, 법 조

치 등)에 불평을 하거나 반품행동을 보인다. 한 부정

 구 이나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고 한다. 가

상공간의 실시간 거래가 가능한 인터넷의 공간에서의 

더 빠르게 용이하게 달되는 구 (ward of mouth)활

동은 고객이 사회 , 직업  네트워크의 구성원들과 커

뮤니 이션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Anderson 

1998). Bickart와 Schindler(2001)는 온라인 구 을 인

터넷을 통해 고객들 간에 제품정보와 사용경험  추천 

등의 정보교환을 의미한다고 했다. 특히, 온라인에서의 

구 은 그 확산의 속도가 매우 빠르고, 반드시 면

이 없다하더라도 정보로서의 가치에 기반 해서 향

력을 발휘하고 있다. 제품이나 서비스에 한 부정 인 

정보들도 구 을 통해서 더욱 더 빠르게 확산될 수 있

다로 추측을 해 볼 수도 있다. Ahluwalia et al.(2000)의 

연구에서도 부정  정보가 의사결정시 더 진단 으로 

작용하며 정  정보보다 더 가 치를 두게 된다고 주

장하고 있고 구 정보의 내용과 련한 기존의 여러 연

구들에서도 정  구  정보보다 부정  구 정보가 

의사결정과정에서 보다 강력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ichins 1983; 김창호, 황의록 1997). 고객들

은 좋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에 해 제공자에게 

경고를 하기를 원하는 데 이러한 경우 후회감, 실망감, 

배반감, 질투감 등의 부정  감정들에 의해 비롯된다.

(부정  구 )

H3: 서비스 실패상황에서의 부정  감정은 부정  

구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1: 서비스 실패상황에서의 실망감은 부정  구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2: 서비스 실패상황에서의 배반감은 부정  구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3: 서비스 실패상황에서의 보복감은 부정  구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항과 회피이론에 유추해서 보복감

은 ‘ 항’ 략의 본질로 구성되었고 개인 인 불만을 

보복하는 것(Bonifield and Cole 2007), 부정  구 활

동의 참여(Gregoire and Fisher 2006), 온라인 공간을 

이용한 단체불평행동(Ward and Ostrom 2006) 등과 같

이 소비자가 직  해당 랜드나 기업에 타격을 주기

한 물리  행사를 취하게 되는 심리  원동력으로 발

하게 된다. Rheigold(1994)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 공헌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결속감이 형성된다고 하

다. 특히 구성원 들 간의 지식 공헌과 같은 지식공유 활

동과 행동은 다름 아닌 원활한 의사소통에 의하여 좌우

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용이한 커뮤니티는 활성화에 

유리한 측면이 된다고도 하 다. 한 조직시민행동이

라 하여 온라인 커뮤니티 구성원으로서 개인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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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를 하여 자발 이며 역할을 월하는 친사

회 이고 책임 있는 행동으로 개개인들의 공통의 심

사 등을 나 어 사회집단체로의 활동을 한다고 한다

(Rheingold, 1994).

이러한 커뮤니티의 단체행동에서 특히 불평행동

(Complaining behavior)은 고객이 기업 는 정부나 소

비자 단체 등에게 불만족한 상황에 해 커뮤니 이션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 에 한 호의 인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발

생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Oliver 1997). Day(1984)는 불

만족이 불평행동의 동기로써 작용을 하지만 궁극 으

로 불평을 하거나 불평을 하지 않는 것에 한 결정은 

상황  요인과 이익의 비교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 다. 

온라인 고객의 계단 행동으로 개개인의 불평행동인 

부정  구 과 온라인 구 의 특성이 결합되어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여 단체 불평행동을 하게 된다. 를 

들면 제품의 잦은 고장을 개선하는 단체 서명운동이나 

랜드의 개선의지나 응이 더욱 소비자를 화나게 한

다면 불매운동으로 까지 발 할 수 있을 것이다.

(단체불평행동)

H4: 서비스 실패상황에서의 부정  감정은 단체불평

행동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4-1: 서비스 실패상황에서의 실망감은 단체불평행동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4-2: 서비스 실패상황에서의 배반감은 단체불평행동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4-3: 서비스 실패상황에서의 보복감은 단체불평행동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4. 온라인커뮤니티 고객특성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하는 고객

들의 개인특성 의 자기효능감을 고려할 수 있다.  

Bundra(1997)은 인간의 심리와 행동을 이해하는데 있

어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의 요성을 강조하 다. 

그는 자기효능감 무수한 목표를 수행하기 해 인지

이고 정서 이며 행동 인 기술이 조직화 되어야만 하

고 효과 으로 배합되어야만 하는 생성 인 능력

(generative capability)이라고 주장하 고, 특정 활동을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한 단 

 자신감 는 행동의 변화를 재하는 인지 메커니즘

으로서, 특정 과업을 달성하기 해 요구되는 일련의 

활동, 동기 인지자원 등을 동원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

에 한 신념 는 단으로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요하다고 주장하 다. 이러한 에서 자기효능감은 목

표설정과도 많은 련을 갖는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

람은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보다 도 인 목표를 설

정할 것이고, 그 목표 달성을 해 더 많은 노력을 투자

하며, 어떤 장애가 나타나더라도 그 목표에 더욱 오랫

동안 끈기 있게 집착할 것이다(Budura 1982; Latham 

and Locke 1991). 이런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온라인 

랜드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서비스 실패 상황에서 자

신의 부정  감정을 드러내고 계단 행동을 일어나

게 함에 자기효능감이 높은 고객과 낮은 고객 간에 차

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다양한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커뮤니티의식이

나 커뮤니티 애착을 형성할 경우, 구성원들은 커뮤니티

에 참여하고 조함으로써 상호호혜 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McMillan and Chavis 1986). 커뮤니티 애착은 

커뮤니티에 해 만족감을 느끼고 헌신할 수 있게 하

며, 커뮤니티 문제 해결을 해 능동 으로 참여하게 

하는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기도 한다(Blanchard and 

Markus 2002; McMillan and Chavis 1986). 

Gotved(2002) 역시 온라인 커뮤니티 안에서의 되

는 온라인 삶을 한 기본 조건들은 온라인 커뮤니 이

션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성(spatiality)을 기반으로 구

성되며, 그러한 공간  구성물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인

식 형성에 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녀는 “오 라

인 삶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있어서 공간  

차원은 각각의 개인들이 가상공간을 항해하며, 서로 

계를 맺고, 커뮤니 이션 하는데 있어서 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다(Gotved 2002).

H5: 자기효능감은 보복감이 부정  구 에 미치는 

향에 조  향을 미칠 것이다.

H6: 커뮤니티애착은 보복감이 부정  구 에 미치는 

향에 조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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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모형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해 선행연구와 이론들

을 토 로 설정된 변수들을 [그림 1]에 연구 모형으로 

설정하 다. 본 연구에서는 높은 계품질이 부정  감

정에 미치는 향과 그에 따른 계단 행동 간의 계

를 검증하고자 한다. 한 자기효능감과 커뮤니티 애착

을 온라인 커뮤니티 고객의 특성으로 보고 이들이 실패

상황에서의 분노라는 감정을 경유하여 계단 행동에 

어떤 조  향을 미치게 되는지 확인하기 하며, 변

수들 간의 계를 본 연구를 통해서 실증 으로 검증하

고자 한다.

그림 1. 연구모형

Ⅳ. 연구 방법 및 가설 검증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는 자료의 수집과 측정을 한 조사방법으로 

설문조사 방법을 실시하 다. 설문지는 크게 다섯 부분

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설문 항목은 Likert의 7  척도

를 사용하 다. 연구에 사용된 문항은 [표 1]에서와 같

이 요약될 수 있으며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

용하 다. 설문항목은 랜드커뮤니티 이용목 과 인

구통계학  항목을 포함하여 총 40개의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요약

출처 문항 수 계
자기
효능감

Olson, Rose 및 
Zanna(1996)

7 7

커뮤니티 
애착

Stedman(2002) 8 8

관계품질 McAlexander et al.(2002) 5 5

실망감
Zeelenberg Marcel, Rik 

peters(2004)
2

9
배반감

Zeelenberg Marcel, Rik 
peters(2004)

3

보복감  Gregorie et al.(2009) 4

부정적
구전

Blodgett et al.(1997), 
Maxham and 

Netemeyer(2002)
3 3

단체
불평행동

 Day and landon(1984) 2 2

인구통계 4 4

가입브랜드커뮤니티 1 1

이용목적 1 1

합계 40

2. 자료수집과 분석

본 연구는 부산지역 학(원)생들을 상으로 재 

랜드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응답자만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 다. 조사기간은 2010년 5월 1

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하 다. 총 200부의 설문지

가 배포되고 185부의 설문이 회수되었으나 이  결측

값이 많거나 일 성  성실성이 떨어진다고 단되는 

28부를 제외한 157부의 설문에 해 자료 분석을 실시

하 다. 응답자의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항목
빈도
(명)

퍼센트(%)

성별
남자 90 57.3

여자 67 42.6

연령

20세이하 9 5.7

21세-25세 127 80.9

26세-30세 20 12.7

31세-35세 1 0.6

학력

고졸 1 0.6

대학졸(재학중) 154 98.1

대학원졸(재학중) 2 1.3

소득

50만원미만 123 78.3

75만원미만 20 12.7

100만원미만 10 6.4

200만원미만 1 0.6

기타 3 1.9

합계 15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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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가설검증 등 통계  분석을 한 도구로 

SPSS 14K와 PLS(Partial Least Squares)2.0을 사용하

다. PLS(Partial Least Squares : 부분최소자승법)경

로모형은 기존의 LISREL, EQS, AMOS등의 구조방정

식모형과는 달리 총 분산인 주성분(Principle 

component)을 기반으로 한 구조방정식모형으로서 공

통요인을 기반으로 한 구조방정식모형과는 달리 표본

의 크기와 변수  잔차의 정규분포에 한 제약조건이 

없으며(Forell and Cha 1982), LISREL, EQS, AMOS등

의 구조방정식 통계 패키지에 비해 상 으로 은 샘

을 통해서도 구 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수집할 수 

있는 표본의 수가 LISREL, EQS, AMOS등의 구조방정

식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기에는 부족하고, 온라인상의 

랜드 커뮤니티에 가입되어 있는 고객을 상으로 서

비스실패시의 부정  감정이 계단 행동에 미치는 

인과 계를 측한다는 에서 PLS 경로 모형을 분

석도구로 채택하 다.  

3. 변수의 검증

PLS에 의한 확인  요인 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수행하 다([표 3]참조). PLS에서는 각 측

정 항목과 련 변수 간의 로딩 값과 크로스 로딩 값을 

가지고 개념타당성을 분석한다. 부분의 측정 항목들

이 0.7이상의 로딩 값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다른 변수와

의 크로스 로딩 값이 보다 크게 나타나므로 측정 도구

가 잠재 변수를 잘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표 3. PLS측정모형(확인적요인분석)의결과
관계
품질

실망 배반 복수
부정적
구전

단체불
평행동

관계
품질

RQB2 0.878 0.400 0.267 0.210 0.171 0.190

RQB3 0.922 0.323 0.266 0.110 0.053 0.120

RQB4 0.887 0.394 0.370 0.147 0.061 0.174

RQB5 0.795 0.290 0.240 0.161 0.213 0.270

실망감
DIS1 0.173 0.763 0.489 0.329 0.278 0.126

DIS2 0.459 0.822 0.237 0.175 0.143 0.137

배반감

BS1 0.338 0.401 0.861 0.172 0.158 0.102

BS2 0.304 0.409 0.918 0.279 0.122 0.088

BS3 0.228 0.366 0.858 0.221 0.113 0.077

복수심

REV1 0.196 0.312 0.305 0.924 0.478 0.414

REV2 0.186 0.314 0.256 0.959 0.431 0.463

REV3 0.176 0.268 0.212 0.959 0.421 0.454

REV4 0.124 0.282 0.185 0.941 0.362 0.441

부정적
구전

WOM1 0.078 0.214 0.133 0.191 0.620 0.285

WOM2 0.157 0.221 0.127 0.387 0.902 0.644

WOM3 0.110 0.232 0.130 0.481 0.947 0.647

단체불
평행동

ALL1 0.243 0.208 0.082 0.414 0.636 0.943

ALL2 0.167 0.112 0.110 0.472 0.621 0.954

단 부정  구  항목  WOM1문항이 0.620의 로딩 

값으로 나타났으나 0.7값의 범 에 근 하므로 수용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구성개념들은 모두 0.7이상

의 CR값과 0.5이상의 AVE값을 나타내고 있어 내 일

성이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표 4]는 개별 구성개념들

의 다양한 신뢰도 값을 나타내주고 있다.  신뢰성 분석

표의  AVE값을 활용해 상 계인 AVE의 제곱근 값

을 조 작성해 비교해 보면, 부분 문항에서 AVE의 

제곱근 값이 상 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

만 실망감의 문항에서 0.396의 값으로 나타났으나 범

에 근 하여 문항을 채택하여 검증을 진행하 다. 

표 4. PLS경로모형 전체 신뢰성 분석

α CR AVE

계품질 0.894 0.927 0.760

단체불평행동 0.889 0.947 0.900

배반감 0.854 0.911 0.774

보복감 0.961 0.972 0.895

부정 구 0.779 0.871 0.698

실망감 0.612 0.772 0.629
  

[표 5]는 변수들 간의 상 계와 AVE를 통한 별

타당성을 분석한 것을 정리한 표이다. 

표 5. 변수들 간의 상관관례와 AVE를 통한 판별타당성분석

구분
계
품질

단체불
평행동

배반감 보복감
부정
구

실망감

계품질 0.578* 　 　 　 　 　

단체불평행동 0.214 0.81* 　 　 　 　

배반감 0.334 0.102 0.554* 　 　 　

보복감 0.182 0.468 0.255 0.801* 　 　

부정 구 0.140 0.662 0.150 0.449 0.487* 　

실망감 0.409 0.166 0.447 0.311 0.260 0.396*

신뢰성 분석 표의 AVE값을 활용해 상 계인 AVE

의 제곱근 값을 조 작성해 비교해 보면, 부분 문항

에서 AVE의 제곱근 값이 상 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실망감의 문항에서 0.396의 값으로 나

타났으나 범 에 근 하여 문항을 채택하여 검증을 진

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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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변수에 한 확인  요인분석의 결과, χ

2=174.17(df=94), GFI=0.94, AGFI=0.91, NFI=0.96, 

NNFI=0.98, CFI=0.98, IFI=0.98, RMSEA=0.052, 

RMR=0.096 등으로 수용 할만한 합도 지수를 보 다. 

t값 검증인 LISREL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개별 항목들

의 재 치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모두 

t>2). 결과는 아래의 [표 6]과 같다. 확인  요인분석을 

통해 획득한 PHI 상 매트릭스를 통해 개별 변수들 간

의 상 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가설에 

한 검증 결과는 PLS구조모형(Strutural or Inner 

Model)의 경로계수를 통해 분석되었으며, 경로계수를 

추정하기 한 방법으로는 붓스트랩(bootstrap)기법을 

사용하 다. 이에 한 구체 인 통계검증 결과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다.13개의 가설  9개의 가설이 채

택되었고, 4개의 가설은 기각되었다.

표 6. 변수들의 확인적 요인분석

제안된 경로
표 화된 
경로계수(β)

t값
채택
여부

H1-1

관계품질

→ 실망감 0.409 8.078
***

채택

H1-2 → 배반감 0.334 8.739
***

채택

H1-3 → 보복감 0.040 0.938 기각

R
2
 = 0.000

H2-1 실망감 → 보복감 0.233 4.318
***

채택

R
2
 = 0.168 R

2
 = 0.115

H2-2 배반감 → 보복감 0.137 2.850
***

채택

R
2
 = 0.111

H3-1 실망감 →

부정적구전

0.140 2.857
***

채택

H3-2 보복감 → 0.410 9.768
***

채택

H3-3 배반감 → -0.017 0.315 기각

R
2
 = 0.218

H4-1 실망감 →

단체불평행동

0.036 0.774 기각

H4-2 보복감 → 0.465 10.833
***

채택

H4-3 배반감 → -0.033 0.579 기각

R
2
 = 0.220

각주) *.p<.10, **.p<.05,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실증분석결과를 요약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구조모형의 분석결과

조 효과 검증에 앞서, 자기효능감과 커뮤니티 애착 

변수의 정제과정을 거쳤다. 자기효능감의 조 효과 검

증한 결과 보복감→부정  구 의 t-값은 11.859, 자기

효능감→부정 구 의 t-값은 5.454로 나타났다. 즉, 모

든 경로가 p=0.01 수 에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이후, 

상호작용 모형을 제작하 다. 상호작용모형에서 보복

감->부정  구 의 경로계수는 0.443, 자기효능감→부

정  구 의 경로계수는 0.144, 상호작용효과의 효과의 

방향과 강도를 나타내는 보복감*자기효능감→부정

구 의 경로계수는 -0.173으로 나타났다. R2값은 0.266

으로 나타났다. 결과로 자기효능감은 부정 구 에 정

(+)의 향을 미친다. 연구모형의 상호작용 효과값은 

(0.266-0.241)/(0.241)=0.1037 으로 은 조 효과를 보

인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약하기는 하나 간 정도의 

조 효과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분명히 부정

 구 에 조 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커뮤니티 애착의 조 효과결과 보복감→부정  구

의 경로계수는 0.443, 커뮤니티 애착→부정 구 의 경

로계수는 0.133으로 나타났다. 한 연구모형의 설명력

을 나타내는 R2값은 0.227로 나타났다. 보복감→부정  

구 의 경로계수는 0.442, 커뮤니티애착→부정  구

의 경로계수는 0.122, 상호작용효과의 효과의 방향과 강

도를 나타내는 보복감 * 커뮤니티애착→부정 구 의 

경로계수는 0.131로 나타났다. R2값은 0.237로 나타났

다.  결과 커뮤니티 애착은 부정  구 에 정(+)의 향

을 미친다. 커뮤니티 애착에 의해 보복감의 경로계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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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감 * 커뮤니티애착의 수치만큼 더해져서 증가할 

수 있다(Chin, et al. 1996). 연구모형의 상호작용 효과 

값은 (0.237-0.227)/(0.227)=0.0440으로 본 연구에서 상

정한 가설인 자기효능감과 커뮤니티 애착의 조 효과

는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Ⅴ. 결론 및 논의

1. 결과의 요약

본 연구의 목 은 온라인 랜드 커뮤니티에서 서비

스실패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이용자들에게 나타나는 

부정  감정의 구성요인인 실망감, 배반감, 보복감을 살

펴보고 그것이 향후 행동  반응을 이끄는 향을 검증

하 다.

기존의 연구에서 온라인의 랜드 커뮤니티의 효과

성에 한 연구만 진행되어 있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의 정보와 실제 제품 혹은 서비스의 차이가 발생

했을 시의 고객의 감정에서 부정 인 감정이 계단

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명확히 정립이 되어 있

지 않은 에 본 연구의 결과는 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본 연구의 결과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되어 있

는 고객들은 랜드에 한 계품질이 높게 나타났으

며 감정  반응인 실망감, 보복감이 부정 구 의 행동

 반응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자면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서비스 실패상황 시 높은 계품질을 가진 이용자는 부

정  감정인 실망감, 배반감, 보복감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 지에 하여 실망감과 배반감의 부정  감정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번째, 이

게 일어난 부정  감정들 간의 요인에서 실망감과 배반

감은 보복감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실망감과 배반감의 감정은 보복감이라는 감정의 

선행 인 치에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셋째, 부정  감정들이 부정  구 과 단체불평행동

에 미치는 향에서는 보복감은 각각의 부정  구 과 

단체불평행동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으

나 실망감은 부정 인 구 에만 향을 미쳤다. 한 

배반감은 행동 인 반응 모두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했는데 이는 배반감의 단일한 감정만으로는 행동

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

으로, 보복감이 부정 인 구 으로 미치는 향에서 인

터넷커뮤니티 고객의 특성인 자기효능감과 커뮤니티애

착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

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한 커뮤니티에 애착이 강할수

록 보복감의 감정을 통하여 행동  반응을 크게 일으킴

을 알 수 있다. 

2. 시사점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서비스 실패상황 시 온라인 

랜드 커뮤니티의 행동  반응에 한 몇 가지 시사

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고객의 계단 행동에 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감정 인 측면에서 살펴 으로써 

고객의 계단 행동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실망감, 배반감, 보복감이라는 부정 인 

감정을 통합 인 측면이 아닌 좀 더 분리시켜 살펴 으

로써  부정  감정들이 각각 다른 행동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 다. 둘째, 본 논문에서 높은 

계품질을 가진 고객이 부정  행동반응에 극 으로 

참여한다는 결론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랜

드와의 높은 계품질의 역기능을 설명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최근 나타나는 연구들에 따르면 높은 계품질

을 가진 고객들이 낮은 계품질의 고객들보다 서비스

제공자의 한 사과의 시기와 신속한 응에 따라 

계 개선의지에도 극 이라는 연구가 있는 만큼 비록 

기업이 주체로 운 하고 조 할 수는 없겠으나 소비자 

자발형 랜드 커뮤니티가 내부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심을 가지며 하게 처해야 할 것이라는 당 성

을 제시해 주었다. 셋째, 기존 연구에서도 부정 인 구

 등의 행동  변수를 제시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랜드 커뮤니티의 특성에 따라 단체불평행동

을 추가함으로 기업이 온라인 랜드 커뮤니티 고객에 

한 리  시각을 크게 가질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앞서 정리한 시사 을 가지는 동시에 다음

과 같은 한계 이 존재하며, 이에 따른 향후 연구방향

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통계  한계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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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고 있다. 특정지역의 비교  소수의 표본만을 상

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표본 수집이 학생  학원

생에 편 되었다는 한계 을 가지고 있다. 둘째, 서비스 

실패상황에서의 부정 인 감정과 서비스 성공상황에서

의 정 인 감정들 각각이 행동  반응에 미치는 향

을  비교 검증하여 감정의 정도에 한 검증을 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고객들의 심리

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당시 상황을 하나의 설문지로 

회상에 의해 측정한 한계 이 있어 실제 온라인상에서 

정보를 제시하여 부정 인 구 이 댓 을 게시하는지 

하지 않는지의 실험을 통하여 실시함으로써 더욱 더 정

확한 데이터를 얻어 연구를 진행하면 부정  감정에 의

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단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연령층을 확 하여 온라인 커뮤니티

의 유형별 부정  감정의 향을 악한다면 이는 온라

인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기업이 고객을 리하는데 유

용한 시사 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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