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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tudy the influence over confidence and Word-Of-Mouth 
(WOM) effect in the acceptance process of WOM by information characteristics(consensus, vivid-
ness, and message neutrality) of individual cosmetic blog, reflecting that it is widely spreading 
over the public. Online survey for the consumers using such blogs was performed to collect da-
ta(N=200), and credibility analysis through Cronbach-α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SEM) anal-
ysis using AMOS 18.0 were performed.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vivid information 
and neutral message increase WOM effect through the improvement of consumers' credibility 
whereas information consensus doesn't positively influence over credibility. Second, the examina-
tion of a moderating effect by type of cosmetics demonstrated that the consumers of basic cos-
metics have most confidence in vivid information, and those of color cosmetics do more con-
fidence in neutral message. Therefore,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credibility factor of online 
WOM depending on the type of cosmetics consumption so that differentiated information provi-
sion strategies for cosmetics groups should be established based o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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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정보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초기의 정보를 모아 보

여주기만 하던 인터넷 커뮤니티들이 이제는 소비자

가 직접 데이터를 생산하고 가공하여 정보를 더 쉽

게 공유하는 블로그로 진화되고 있다. 1인 미디어로

대변되는 블로그는 국내 인터넷 이용자의 60%정도

가 이용1)할 정도로 대중화 되면서 기존 온라인 커뮤

니티의 개념과 역할을 대체해 가고 있다. 또한 해당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소위 파워 블로그를 통한 제

품 홍보가 소비에 막중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면서

블로그를 마케팅 수단으로 하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

나고 있는 추세이다. 더욱이 화장품과 같은 패션 뷰

티 관련 제품들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80%가 제품

구매 전 제품 정보를 인터넷 검색으로 수집하며, 그

중 개인적 취향이 강한 개인 블로그를 통한 정보 습

득이 49.7%로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난다.2) 박병

욱 외
3)
의 연구에 따르면 블로그를 사용하는 사용자

들은 블로그의 글을 편견이 없고 과장되지 않은 것

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브랜드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온라인 커뮤니

티의 방향이 소비자와 소비자 간의 네트워크 커뮤니

케이션을 증가시키는 개인 블로그 형태로 변화함에

따라 경영학이나 마케팅 관련 학 쪽에서는 기존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구분하여 블로그를 이용한 마케

팅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의류 학이

나 패션분야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범주가 카페나

클럽, 인터넷 쇼핑몰 등으로 국한되어 있으며,4) 개인

블로그를 커뮤니티 유형으로 분류하여 온라인 구전

의 신뢰성이나 구전효과를 관찰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를 대상으로 개인 블로그의 정보 특

성이 온라인 환경에서 화장품 군에 대한 구전 수용

과정의 신뢰 형성과 구전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소비자의 화장품에 대

한 소비성향을 기초화장품 군을 주로 사용하는 소비

자와 색조화장품 군을 주로 사용하는 소비자로 구분

하여, 이에 따른 조절효과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패션분야와 화장품 관련 블로그를

마케팅 수단으로 하는 기업에게 온라인 구전을 효과

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고객 커뮤

니케이션 관리 전략과 블로그 관리 전략수립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온라인 커뮤니티는 개설 주체에 따라 기업에 의해

개설되고 운영되는 기업 중심형 커뮤니티와 소비자

에 의해 개설되어 운영되는 소비자 중심형 커뮤니티

로 구분하고 있다5). 최근에는 기업 중심형 커뮤니티

보다 특정 브랜드나 제품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상업적 목적보다는 ‘마니아’적 성향이 강하

고 브랜드에 대한 정보와 스타일을 공유 하거나 공

동구매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하는 소비자형

커뮤니티가 증가하고 있다.6) 이러한 소비자 중심형

커뮤니티의 형태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터 ‘블

로그’라는 형태로 변화되어 왔다. 블로그는 인터넷에

서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자유롭게 글을 올리는 개

인 사이트이다. 이중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의 가장

큰 특징은 첫째, 개인 스스로가 관심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여 전달 할 수 있다. 둘째,

블로그는 블로그 끼리만 연결되기 때문에 자신의 생

각이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콘텐츠의 지속적인 업

데이트로 인해7) 콘텐츠의 전파와 반응 속도가 매우

빠르다. 이러한 블로그에 대한 관심은 블로그를 통해

명성 또는 수익을 얻는 ‘파워 블로거’로 이어지고 있

다. 준전문가 수준의 지식과 관심을 가지고 활발히

활동하여 많은 고정 방문객을 확보하는 파워 블로그

는 특히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입소문을 이끄는

역할로, 온라인 구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8)

1. 온라인 구전의 신뢰성과 영향 요인
온라인 구전에서는 상품을 직접 보지 못하기 때문

에 정보제공자에 대한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9) 이유

는 온라인 구전은 익명성을 띠며, 텍스트(text) 형태

로 전파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신뢰는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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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인식하고 있는 인터넷 공간이라는 불안요소를

해소하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에서 수신자로부터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온라인 구전 정보요인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

졌으나 연구자 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Elliott10)은 온라인 구전정보의 신뢰성의 판단 기준으

로 다른 소비자에 의한 동의의 정도로 제시했으며,

Salo, karjaluoto11)는 소비자 특성, 제품과 서비스 특

성, 경험을 온라인 구전정보에서 신뢰를 형성시키는

요인으로 연구했다. 한편 국내의 이은영
12)
의 연구에

서는 신뢰에 영향을 주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구전

정보 특성을 정보의 생생함, 동의성, 커뮤니티 상호

작용으로 나누었고, 박성화
13)
의 연구는 정보의 동의

성과 생생함, 메시지의 중립성, 네트워크 특성을 신

뢰에 영향을 주는 정보 특성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구전의 신뢰형성

에 공통적인 요인으로 나타난 정보의 동의성과 생생

함, 메시지의 중립성을 온라인 구전 정보 특성으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개념화 하였다.

1) 정보의 동의성

온라인 구전에서 동의성이란 ‘둘 혹은 다수의 개

인이 제품의 성과에 대하여 동의하는 정도’로 정의되

며 동의성은 온라인 구전에 대한 신뢰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14) 대인 영향력과 소비자의 동화행

동에 대한 연구를 한 Bone15)은 소비자들의 제품평가

가 다른 소비자의 제품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으며, 다른 사람들의 지지하는 의견이 추가될 때, 동

의의 강도는 증가한다고 말하고 있다.16) 또한

Elliott
17)
의 연구에서도 소비자들은 다른 소비자의 의

견을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관련된 댓글이 많거

나 같은 의견이 여러 사람에 의해 게시된 경우는 신

뢰성이 높아진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내의 선행

연구에서도18) 온라인 정보의 동의성이 신뢰나 구전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결과를 제

시하고 있다.

2) 정보의 생생함(vividness)

정보의 생생함은 추상적인 정보에 비해 수신자의

상상력을 자극시켜 장기기억 속에 저장하게 되며, 회

상을 더욱 쉽고 자세하게 할 수 있음으로, 정보 인출

을 손쉽게 한다.19) 특히 인터넷의 경우 오프라인과는

달리 생생함을 증가시킬 수 있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적인 도구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진이나 동

영상과 같은 파일을 첨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감과 구체성을 보다 높일 수 있다.
20)
온라인 정보의

생생함이 정보의 신뢰성과 구매의도, 태도에 대한 영

향을 연구한 이은영21)의 연구에서는 정보의 생생함

이 신뢰와 구전수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으며, 박성화22)와 양정아23)의 연구에서도 온라인 정

보의 생생함이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

남을 알 수 있다.

3) 메시지의 중립성

메시지의 중립성이란 정보원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으며, 메시지의 방향성이 긍정, 부정과

같은 단면의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양면적 메시지와도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

으며 연구자 마다 ‘중립적’ 혹은 ‘양면적’으로 표현하

고 있다. Chatterjee
24)
는 온라인 사용 후기에 대한 연

구에서 온라인에서 이용 가능한 구전정보의 양은 기

존의 전통적 구전에 비해 훨씬 많고 동시에 여러 개

의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긍정적인 정보와 부정적

인 정보를 동시에 접하게 되므로, 정보의 방향성을

단순히 긍정적 정보와 부정적 정보로 나누어 살펴보

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25)
이는 구전정보의

방향성중 중립적인 메시지에 대한 중요성을 제시한

것이다. 중립적 메시지는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부

정적인 측면을 긍정적인 정보와 함께 제시함으로써

메시지 전체의 신뢰성을 높여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는데, 이는 선행된 실증연구들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Elliot
26)
과 박성화,

27)
이현선, 리대용

28)
의 연구에

서 중립적 메시지는 정보원 공신력과 구매영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혜성29)의 연구

도 양면적 메시지가 단면적 메시지보다 구전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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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2. 구전효과
Harrison-Walker

30)
는 구전 수용을 “구전 정보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와 구매의도를 형성시켜주는 것”

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이는 구전활동과 함께 온라인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구전 효과라고 하였다. 구전수

용으로 인해서 구전 수신자의 태도 및 선호, 이미지

등의 변화가 이루어지며 구전수신자가 또 하나의 구

전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구전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김창호,

황의록31)의 연구에 의하면 구전에 대한 신뢰정도에

따라서 구전 수용 정도가 달라진다고 제시하고 있다.

즉, 구전 수신자가 구전 정보에 대하여 신뢰하게 되

면 구매 의도나 태도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신뢰가 태도 및 구매의도 형성과 같은 구전효과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는 김종욱, 박상철,32)

전상택, 이형주33)등의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다.

3. 화장품 유형별 소비성향
본 연구는 연구 대상 품목이 화장품임으로, 화장

품 구매 정보활동에 대해 연구한 김민정34)과 손지연,

어숙희
35)
연구 내용을 참고 하였다. 먼저 김민정의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정보탐색 유형별로 화장

품 구매성향에 차이가 있으며, 손지연, 어숙희의 연

구에서는 화장품 구매 시 온라인 구전 정보의 방향

성이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는 기초화장품 소비자와 색조화장품 소비자 간의 온

라인 정보 탐색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여,

화장품 유형에 따른 조절효과를 관찰하였다.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모형과 가설설정
가설 1) 화장품 개인 블로그의 제품정보 특성은

구전수용과정의 신뢰성 형성에 정 (+)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1-1. 화장품 개인 블로그의 제품정보 특성

인 동의성은 구전의 신뢰성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화장품 개인 블로그의 제품정보 특성

인 생생함은 구전의 신뢰성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 화장품 개인 블로그의 제품정보 특성

인 메시지 중립성은 구전의 신뢰성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구전에 대한 신뢰성은 구전효과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구전정보에 대한 신뢰성은 태도변화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구전정보에 대한 신뢰성은 구매의도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화장품 개인 블로그의 제품정보 특성이

구전 신뢰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화장품

소비 성향(기초화장품, 색조화장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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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정보의 동의성이 신뢰성 형성에 미치

는 정(+)의 영향력은 색조 화장품 보

다 기초 화장품 집단이 더 클 것이다.

3-2. 정보의 생생함이 신뢰성 형성에 미치

는 정(+)의 영향력은 색조 화장품 보

다 기초 화장품 집단이 더 클 것이다.

3-3. 메시지의 중립성이 신뢰성 형성에 미

치는 정(+)의 영향력은 색조 화장

품 보다 기초 화장품 집단이 더 클

것이다.

2. 변수의 측정
1) 구전 정보의 동의성

본 연구에서 정보의 동의성이란 화장품 블로그 에

서 다른 사람들의 댓글이나 추천, 많은 조회 수 등을

통하여 동의를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이은영,

이태민36)의 연구에서 사용된 4개 항목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2) 구전 정보의 생생함

본 연구에서는 구전 정보의 생생함이란 화장품 블

로그가 제공하는 정보가 분명하고 상상력을 불러일

으키거나 구체성, 사실감, 경험적 공감성을 담고 있

어 감정적으로 친근함을 유발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이은영37)의 연구에서

사용된 5개 항목을 본 연구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5

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3) 구전 정보 메시지의 중립성

본 연구에서 메시지의 중립성은 화장품 블로그의 정

보 내용이 긍정적 및 부정적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중

립적인 입장에서 메시지의 방향성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것으로 정의한다. 측정항목은 박성화38)와 박영민
39) 연구에서 사용된 항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한 4개 항목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4) 신뢰성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을 화장품 블로그 구전정보

에 대한 믿음과 신뢰 정도로 정의 하였다. 이를 측정

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은영40)과 이상민41)의 연

구에서 사용된 측정항목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한 4

개 항목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5) 구전효과

본 연구에서 구전효과는 화장품 블로그의 온라인

구전을 통해 형성된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와 긍정적 태도변화를 구전효과 중 태도변화와

구매결심과 실제 구매경험 같은 구매의도로 구분하였

다. 따라서 이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은

영, 이태민
42)
과 정혜미

43)
의 연구에서 사용된 항목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태도변화 2문항, 구매의도

2문항으로 나누어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3.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1) 자료수집

국내 포털 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소비자 개

인이 운영하는 화장품 관련 블로그를 이용하거나 이

용해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최근에 이용

한 경험을 회상하도록 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행한 설문조사는 온라인 설문

조사 전문 사이트인 www.wsurvey.net에 설문지를

게시하여 실시하였으며, 사이트 자체 시스템을 이용

하여, 카페나 클럽과 같은 커뮤니티를 제외한 개인

블로그 이용경험이 있는 설문응답만을 추출하고 이용

경험이 없는 응답은 누락되도록 하였다. 또한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더 자주 구입하여 사용하는 화

장품 군을 기초화장품(화장수, 로션, 크림, 마사지 크

림, 바디 제품, 팩, 눈 주위 제품, 클렌징 제품 등)과

색조 화장품(볼연지, 파우더, 파운데이션, BB크림, 메

이크업 베이스, 립스틱, 립글로스, 립밤, 아이브라우

펜슬, 아이라이너, 아이섀도, 마스카라 등)으로 구분

하여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모든 항목을 응답해야 설

문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2010년 9월 27일부

터 10월 4일까지(8일간), 불성실한 응답이 없는 200

개의 표본으로 확정 추출 하였다(기초: N=200/158,

색조: N=200/42). 응답자의 인구 통계적 분포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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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개념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커뮤널리티

동의성

정보의 조회수 정도 .763 .253 -.018 .647

정보의 추천수 정도 .808 .121 .259 .735

동일정보의 게시수 정도 .724 .191 .171 .590

댓글 수 정도 .741 .234 .230 .657

생생함

정보 내용의 구체성 .271 .812 .144 .753

정보 내용의 사실성 .117 .732 .321 .653

실제로 사용해 본 듯한 느낌 .272 .625 .269 .537

멀티미디어 요소(사진, 동영상)포함 .199 .719 .086 .564

중립성

중립적 입장의 정보전달 .018 .345 .710 .623

정보 내용의 긍정/부정적 정도 .233 -.051 .701 .548

제품의 장/단점 동시제시 .165 .257 .669 .540

정보의 객관성 정도 .165 .270 .740 .648

Eigen Values 2.619 2.534 2.342 -

Cronbach'a .817 .794 .744 -

설명된 분산비율(%) 62.460

<표 1> 외생변수군 요인분석 결과

구성개념 측정항목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커뮤널리티

신뢰성

신뢰1 정보에 대한 믿음정도 .710 .477 .087 .740

신뢰2 정보에 대한 신뢰 정도 .761 .380 .096 .733

신뢰3 정직성 평가 .835 .141. .172 .747

신뢰4 거짓 없는 내용 .776 -.029 .212 .648

구전효과

태도변화1 제품에 대한긍정적 태도 형성 .178 .892 .117 .841

태도변화2 제품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형성 .173 .812 .242 .748

구매의도1 향후 구매 결심 .200 .286 .852 .847

구매의도2 실제 구매 경험 .167 .087 .911 .866

Eigen Values 2.512 1.938 1.720 -

Cronbach'a .832 .788 .821 -

설명된 분산비율(%) 77.130

<표 2> 내생변수군 요인분석결과

펴보면, 남 78명(39.00%), 여 122명(61.00%); 연령대

는 20세 이상 29세 이하 77명(38.50%), 30세 이상 39

세 이하 75명(37.50%)로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내고,

직업별로는 회사원 105명(52.50%), 학력은 대학교졸

업(재학포함)이 51.50%로 나타났다.

2) 분석방법

SPSS 18.0 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 분석과 신뢰

성 분석을 하였고, AMOS 18.0 을 이용하여 구성개념

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개별 요인과 전

체 요인에 대한  통계량 검증과 적합도 지수분석을

통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구조 방정식

모형을 설정하여 가설 검증과 조절효과를 평가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전체요인 타당성 검증
자료 분석에 앞서 사용된 측정 문항을 선별하고

정교화 하기 위해 측정항목의 선별과 신뢰성, 타당성

분석을 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과정에서 정보특성

변수 증 생생함 3번 항목의 커뮤널리티가 0.4 이하로

추출되어 제외되었으며, 전체의 구성개념에 대한 신

뢰도와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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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개념 측정항목 표준화 부하량 개념신뢰도
AVE

(평균추출분산)

동의성

정보의 조회수 .684(.329)

.867 .620
정보의 추천수 .794(.247)

동일정도 게시수 .677(.438)

댓글 수 .761(.294)

생생함

구체성 .832(.192)

.858 .606
사실성 .760(.281)

유사한 공감성 .642(.340)

멀티미디어 요소 .598(.513)

중립성

정보의 중립성 .651(.380)

.800 .573장/단점 동시제시 .678(.458)

정보의 객관성 .775(.267)

신뢰성

정보에 대한 믿음정도 .839(.144)

.892 .680
정보에 대한 신뢰 정도 .834(.155)

정직성 평가 .729(.305)

거짓 없는 내용 .597(.438)

태도변화
제품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 .850(.133)

1.48 .790
제품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형성 .766(.213)

구매의도
향후 구매 결심 .996(.005)

.881 .751
실제 구매 경험 .708(.384)

주) ( ) 안의 숫자는 오차분산.

<표 4> 측정모형의 평가 결과

잠재요인 측정변수 비표준화 표준오차 t값

동의성

동의성4 1.000 - -

동의성3 .957*** .107 8.937

동의성2 1.020*** .099 10.328

동의성1 .846*** .094 9.030

생생함

생생함4 1.000 - -

생생함2 1.270*** .145 8.760

생생함1 1.344*** .144 9.303

생생함5 1.096*** .151 7.247

중립성

중립성4 1.000 - -

중립성3 .985*** .111 8.851

중립성1 .836*** .098 8.510

신뢰성

신뢰4 1.000 - -

신뢰3 1.135*** .141 8.048

신뢰2 1.151*** .131 8.765

신뢰1 1.130*** .129 8.790

태도변화
태도변화1 1.000 - -

태도변화2 .934*** .096 9.718

구매의도
구매의도1 1.000 - -

구매의도2 .836*** .060 14.018

*** p<.001

<표 3> 전체 잠재요인 요인부하량 분석

정에서 중립성 2번 항목의 표준화 요인 부하량이 0.5 이하로 추출되어 제외되었다<표 1, 2>.



服飾 第62卷 2號

- 20 -

적합도 지수  d.f GFI AGFI RMR NFI TLI CFI

수정모형 180.924 112 .904 .868 .035 .891 .945 .955

연구모형 281.263 145 .862 .820 .040 .854 .908 .922

권고수준 - - ≥.90 ≥.85 ≥.05 ≥.90 ≥.90 ≥.90

적합도

지수
PGFI PNFI PCFI AIC

수정모형 .661 .734 .786 262.924

연구모형 .658 .724 .782 381.395

적합조건 높은 값 적은 값

<표 5> 수정모형 적합도 지수 평가

다음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신뢰도와 타당

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측정 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요인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값이

246.001, df=138. p=0.000으로 나타났으며, GFI=

0.880(≥.90), AGFI=0.835(≥.85), NFI=0.872(≥.90)

로 나타나, 그 값이 권고 수준에는 약간 못 미치지만,

전반적으로 수용할 만한 적합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와 평균추출

분산(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을 공식에

의해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신뢰도는 모두 0.7이

상, AVE 0.5이상으로 분석되어 수렴타당성이 확인되

었다
44)
<표 3, 4>.

다음으로 전체잠재요인의 판별타당성 분석결과는

신뢰성과 생생함, 신뢰성과 중립성 개념간의 상관계

수 제곱 값이 각각, 0.608과 0.678로 AVE 보다 크게

나타났으므로, 부분적으로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

또한 제약모델의  값이 350.599, df=144(p=.000),

비 제약 모델이=246.001, df=138(p=.000)이므로,

 통계량이 다음과 같이 0.05 유의수준에서 ₁-

₂=∆ 104.598>df(6)12.591로 유의한 차이를 나

타내고 있음으로 전반적인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

2. 연구모형 적합도 검증
신뢰도와 타당성의 검증으로 생성된 연구 모형에

해당하는 측정도구들을 대상으로 공분산 구조 분석

을 통해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값이

281.263, df=145, p=0.000(≥.05 바람직)45)으로 p-

value 값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df

가 1.939로 3보다 적은 수로 나타나, 전반적인 적합

도를 만족한다고 할 수 있다.
46)
다른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GFI=0.862(≥.90), AGFI=0.820(≥.85),

NFI=0.854(≥.90)로 나타나 권고 수준에 조금 미치

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따라서 수정지수

(modification index)와 간결 적합도 지수 PGFI

(parsimony goodness of fit index), PNFI (parsi-

mony normed fit index), PCFI(parsimony com-

parative fit index), AIC(akaike information crite-

rion)를 이용하여 연구모형을 수정하였다<표 5>.

3. 연구가설의 검증
블로그의 정보 특성이 구전 수용과정의 신뢰성과

구전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 검증을 위해

AMOS 18.0 을 이용한 최대 우도법(ML : maximun

likelihood estimation)을 통해 경로계수의 방향성과

유의성을 판단하여 가설의 채택 여부를 판단하였다

<표 6>.

가설 1의 결과: ‘화장품 블로그의 제품정보 특성

은 구전수용과정의 신뢰성 형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가설 검증 결과, 가설 1-1의 동의성

이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은 경로계수(비표준화 계

수)는 -0.107, t=-1.260로 유의 수준(t>1.96)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며, 관계의 방향성이 정(+)이 아닌

부(-)의 방향성으로 나타나 기각되었으므로, 가설 1

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온라인 커

뮤니티 정보특성과 소비자 관계품질에 대해 연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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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t값 표준화계수 가설 검증 결과

동의성 → 신뢰성 -.103 .082 -1.260
(.208)

-.107 1-1-1 기각

생생함 → 신뢰성 .490 .093 5.264*** .543 1-1-2 채택

중립성 → 신뢰성 .568 .125 4.556*** .503 1-1-3 채택

신뢰성→태도변화 .698 .079 8.881*** .694 2-2-1 채택

신뢰성→구매의도 .603 .089 6.796*** .479 2-2-2 채택

*** p<.001

<표 6> 연구 모형 경로계수

양정아
47)
의 연구와는 같은 견해를 보이고 있으나, 동

의성이 신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들48)과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

은 결과는 연구의 대상이 되었던 온라인 커뮤니티

특성의 차이로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

인 개인 블로그는 접근성이 용이하며, 콘텐츠의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블로그

의 이용이 확산되면서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소비자들은 해당 정보의 조회 수나 동일 정보 게시

수와 같은 동의성을 더 이상 중요하게 여기지 않음

을 알 수 있다. 한편 가설 1-2의 검증결과, 생생함은

경로계수 0.490, t=5.264로 유의하게 나타나 온라인

구전수용의 신뢰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
49)
와 같은 결과

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사진이나 동영상과 같은

멀티미디어적 요소를 이용하여 구체적이고 사실적이

며, 생동감 있게 제시하는 정보가 온라인 구전에 대

한 신뢰성을 향상 시키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

다. 다음으로 메시지 중립성과 신뢰형성 간에 정(+)

의 영향 관계를 관찰한 가설 1-3의 검증결과, 경로계

수 0.568, t=4.556 으로 유의하므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박성화
50)
의 연구 결과를 지지

한다. 따라서 제품 정보에 대해 장점과 단점을 함께

제시하는 중립적인 메시지가 온라인 구전 정보에 대

한 신뢰성을 향상시킴을 알 수 있다.

가설 2의 결과: ‘구전에 대한 신뢰성은 구전효과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가설 2-1의 검증

결과, 경로계수(비표준화 계수) 0.694, t=8.881)로 유

의(t>1.96)하며 가설 2-2의 경로계수 역시 0.479,

t=6.796로 유의수준을 만족시키며, 관계의 방향성 또

한 일치하여 채택되었다. 이는 신뢰성이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변화와 구매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실제적인 제품 구매에도 영향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난 관련 선행연구51)와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온라인 구전의 수용과정에서 형

성된 신뢰의 역할이 구전효과에 온전한 영향을 미친

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가설 3의 결과: 3-1. ‘정보의 동의성이 신뢰성 형

성에 미치는 정(+)의 영향력은 색조 화장품 보다 기

초 화장품 집단이 더 클 것이다’의 가설 검증 결과,

제약 모델과 비 제약 모델의 차이를 나타내는 값

의 차이가 0.05의 유의수준에서 ∆df(2)=5.991<80.438

로 나타나 유의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경로계수

(비표준화 계수)도 -0.202, t=-1.979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t>1.96)를 보이고 있으나, 관계 방향성

불일치로 나타나 가설이 기각되었다. 반면 가설 3-2

‘정보의 생생함이 신뢰성 형성에 미치는 정(+)의 영

향력은 색조 화장품 보다 기초 화장품 집단이 더 클

것이다’는  값의 차이가 0.05의 유의수준에서 ∆

df(2)=5.991<13.199 로 나타나 유의한 수치를 나타내

고 있으며, 경로계수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0.552, t=5.246), 관계의 방향성과 경로계수의 크기

도 색조화장품 군보다 큰 값으로 나타나 가설이 채

택되었다. 다음으로 가설 3-3 ‘메시지의 중립성이 신

뢰성 형성에 미치는 정(+)의 영향력은 색조 화장품

보다 기초 화장품 집단이 더 클 것이다’는  값의

차이가 0.05의 유의수준에서 ∆df(2)=5.991<11.231

로 나타나 유의한 수치를 보이며, 통계적으로도 유의

한(0.452, t=3.798)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경로계수

의 크기가 기초 화장품 보다 색조 화장품 군에서 크

게 추출되어 가설은 기각되었다<표 7>.



服飾 第62卷 2號

- 22 -

경로 동의성 → 신뢰성 생생함 → 신뢰성 메시지 중립성→신뢰성

화장품

유형

경로계수

기초화장품 색조화장품 기초화장품 색조화장품 기초화장품 색조화장품

비표준화

계수
-.202 .121 .552 .359 .452 .816

S.E .102 .132 .105 .284 .119 .398

C.R(t) -1.979 .916 5.246 1.266 3.798 2.051

P .048 .360 .001 .206 .001 .001

∆ 
(460.983-380.545)

∆=80.438>.₀₅(2)=5.991
(393.744-380.545)

∆=13.199＞.₀₅(2)=5.991
(391.776-380.545)

∆=11.231＞.₀₅(2)=5.991
가설 검증 기각 채택 기각

<표 7> 조절효과 집단 간 비교

<그림 2> 화장품 소비 유형별 집단 비교

따라서 동의성은 두 집단 모두에서 신뢰성에 영향

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온라인 정보의 생생함의 영향

력은 기초화장품 군에서는 비표준계수가 0. 552로 가

장 크게 나타난 반면, 색조화장품 집단에서는 메시지

의 중립성의 영향이 0.816으로 기초화장품 집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화장품 유형별 소비성향에 따라

온라인 구전 정보의 요인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

다<그림 2>.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들은 늘 계절마다 유행색이

바뀌는 색조 화장품에 비해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기

초화장품에 대한 기본 지식이 많아서 화장품 전/후

사진과 같은 멀티미디어를 통해 제품사용후의 피부

변화나 효과를 생생하게 제시한 정보를 더 신뢰함을

알 수 있으며, 색조화장품을 구매할 경우 제시된 정

보에 대한 댓글이나 생생함 보다는 정보의 중립성을

중요시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선행연구로 여성의 화장품 구매성향에 대해 관찰한

김민정
52)
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여기서는 소비자가

기초화장품을 구매 할 때 가장 고려하는 사항은 피

부의 적합성이며, 색조화장품을 구매할 때는 제품의

기능을 가장 고려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결과를 반영하고, 실제로 기초화장품 군

이 색조화장품 군에 비해 일상생활에서 이용도가 높

음을 고려 할 때, 기초화장품 집단이 제품에 대한 지

식수준이 비교적 높으며, 상대적으로 제품 지식수준

이 낮은 색조화장품 집단이 텍스트로 제공되는 중립

적이고 객관적인 메시지를 더 신뢰한다고 볼 수 있

다. 따라서 화장품 소비 유형에 따라 온라인 구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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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 요인에 차이가 있으므로, 화장품 업계에서는

이를 토대로 화장품 유형에 따른 차별적 정보제공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Ⅴ.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개인에 의해 운영되는 화장품 블로그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블로그의 정보특성이

구전수용과정에서 형성되는 신뢰에 미치는 영향과

구전효과 와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또한 소비자

의 화장품 소비성향을 기초화장품 주 소비자와 색조

화장품 주 소비자로 구분하여, 화장품 유형별 소비성

향에 따른 요인 간 영향력의 차이가 나타나는 가를

검토하여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이에 대한 본 연구

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화장품 블로그의 정보특성 중 동의성은 신

뢰성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생생

함과 메시지의 중립성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인 블로그를 이용하는 소비

자들은 정보의 추천 수나, 동일 정보 게시 수, 댓글

수와 같은 특성을 신뢰의 지표로 삼고 있지 않는 반

면, 사진이나 동영상과 같은 멀티미디어적 요소를 활

용한 구체적이고 생생한 정보를 더 신뢰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긍정이나 부정으로 극 단성을 띠지 않으

며 장점과 단점을 모두 제시하는 중립적 정보가 구

전수용과정에서 신뢰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 구전정보는 무조건 댓글

과 같은 동의성을 강조하는 것 보다는 생생한 정보

제공과 함께 제품 정보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모두

제시하는 중립적이며 객관적인 정보가 신뢰형성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둘째, 구전수용과정에서 형성되는 신뢰성은 제품

구전효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블로그 정보의 생생함과 메시지의 중립성은

소비자의 구전정보에 대한 신뢰를 높여서 구전효과

를 증대시킴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구전효과의 성과

를 위해서는 구전정보에 대한 신뢰성 형성이 우선되

어야 할 것이다.

셋째, 화장품 소비 유형에 따라 신뢰의 영향을 주

는 요인에 차이가 있었다. 정보특성 중 동의성은 기

초화장품과 색조화장품 집단 모두에서 신뢰성 형성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기초 화장

품의 경우 중립적인 메시지와 사진이나 동영상과 함

께 제공되는 생생한 정보가 신뢰 형성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생생한 정보가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색조화장품

의 경우에는 정보의 동의성과 생생함이 신뢰성 형성

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메시지의 중립성이 미치

는 영향은 기초화장품 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화장품 유형에 따라 신뢰

형성에 미치는 정보특성의 차이가 나타났다. 즉, 기

초화장품의 경우 소비자들은 사실감 있는 생생한 정

보를, 색조화장품의 경우 소비자들은 중립적이며 객

관적인 정보를 신뢰의 지표로 삼고 있었다. 따라서

기초화장품 군에 대한 정보는 멀티미디어적 요소를

활용하여 구체적이고 사실감이 있어 생생하게 보여

지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색조화장품 군에 대한

정보는 제품의 기능에 대해 장단점을 포함하면서 객

관적인 방향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어 이를

보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블로그의 정보특성이 신뢰성 형성과 구전효

과에 미치는 영향을 설계함에 있어, 정보의 내용적

측면이 아닌, 블로그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콘텐

츠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블로그의 메인 디자인이나 폰트 모양, 글의 제목, 색

상등과 같은 질적, 양적 특성을 고려한 측정척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화장품 유형별 소비성향을

조절효과로 측정함에 있어, 인구 통계적 특성과 같은

라이프스타일 차원을 포함하여 구분하지 않았으나,

소비자 행동 관련 선행연구에서 보여 지는 여러 가

지 차원을 측정하여 소비자 특성변수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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