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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sum ers have collected inform ation and sought advices from other consum er through Internet. They
could collect inform ation in virtual space (online) not real w orld, that is Electronic W ord of M outh (eW O M ).
This study focused on research the factors on effect in Electronic W ord-of-M outh (eW O M ) in the open
m arket w hich is m ediate betw een individuals and online stores. This is an exploratory study for research on
finding factors of effect in eW O M . First of all, 5factors are selected from interview w ith 31 consum ers. Then
online surveys are conducted and 5 factors are significantly supported. This study is academ ically new
approach on an exploratory study and it could suggest m arketers to strategically m anage eW O M .
Keywords: Word of Mouth, eWOM, Purchase postscript, Qualitative research, Quantitative research

Ⅰ. 서 론

ㄴ

소비자들은 제품구매 행동에 있어서 주된 의사결정의
도구로서 상품평, 구매후기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2011 년 트렌드모니터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응

있다. 사회적 존재로서 소비자들이 자신의 구매경험을

답자의 77.5% 가 고객 리뷰를 신뢰하고 있다고 응답하

다른 소비자와 교환하고 이를 구매결정에 반영하려는

였고 35 세 미만의 소비자일수록 고객리뷰에 대해 더

경향을 구전 (Word of Mouth)이라고 하는데, 이는

욱 믿음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전체 응답소비자의

소비자의 제품구매 행동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80.3% 는 제품 구매 시 구매후기 및 상품평 등의 리뷰

매우 강력한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Richins &

를 항상 확인한다고 하였다 (트렌드모니터, 2011). 즉,

Root-Shaffer, 1988). 인터넷은 온라인구전의 원천으로
서 제품, 서비스, 거래,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

본 논문은 2012 년 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의 재원으로 한국연
구재단의 지원 (NRF-2012-2012S1A3A2033291) 과 연세대학교
학술연구 지원 (2011-1-0206) 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교신저자
논문접수일 : 2012 년 4 월 17 일; 게재확정일 : 2012 년 10 월 21 일.
2013. 3.

는데 효과적이다. 온라인구전에 대해서 Eric (1988)은
소비자들끼리 노하우를 교환하는 수단이라고 보았다.
한편, 인터넷 상의 구전은 흔히 “ 구매후기” 또는
“ 사용후기” 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구매후기 또는
사용후기란 해당 제품을 구매 또는 사용해본 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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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소비자가 다음 제품 구매자를 위해 제품의 특성

마켓의 구전활동 요인은 다를 수 있으며, 지금까지 오

과 이용 상의 장단점에 대해 설명하는 글을 남기는

픈마켓에 한정된 구전활동요인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것을 말한다. 오프라인에서는 고객과 종업원 또는 소

실정이다.

비자들끼리 대화를 통해 구전활동을 하였다면, 온라인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오픈마켓 환경에 한정하여

에서는 이미 그 제품을 구입했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

소비자들의 온라인구전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는 소비자들이 남기는 구매후기 또는 사용후기가 구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다. 둘째, 오픈마켓 소비자들이

매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정보원천이 될 수 있다 (차

온라인구전을 어떤 이유로 하는지 알아보고 이에 대

태훈, 이경아, 2006). 이러한 구매후기 또는 사용후기

한 적절한 관리 및 활용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따

는 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난 후

라서 본 연구는 오픈마켓에서 구전활동 경험이 있는

행해진다. 온라인 쇼핑은 하나의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요인을 찾기 위해 인

인터넷 상에 쇼핑몰을 개설해 소비자에게 웹 브라우

터뷰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정성적 연구에 이어 요인

저를 통해 전자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새

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정량적 연구를 실시

로운 형태의 시장이라 할 수 있다 (Hoffman &

하였으며 두 가지 방법론 적용을 통해 기존 연구들과

Novak, 1996). 오늘날 인터넷 쇼핑몰은 일반적인 판매

다른 시도를 하고자 하였다.

방식을 벗어나, 개인과 소규모 판매업체 등이 온라인

Ⅱ. 온라인구전 선행연구고찰

상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역할이 늘어났다. 이것을 오픈마켓이라고 하는데 한국
에서는 G 마켓, 옥션, 11 번가, 인터파크 등이 대표적이

오랜 시간 많은 연구자들은 구전의 중요성에 대해

다. 온라인쇼핑몰에 비해 오픈마켓은 판매자들에 대한

서 인식해왔다 (Coleman et al,, 1966; Katz &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경쟁이 촉진되고 가격이 보

Lazarsfeld, 1955; Andew & Rosenzweig, 1995). 가장

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온라인쇼핑시장에서 매우 매력

오래된 구전에 대한 연구는 Katz & Lazarsfeld (1955)

적이다.

의 연구이며, 구전이 광고나 개인적인 영업활동보다

온라인구전에 관한 연구는 주로 온라인쇼핑몰을 대

소비자들의 구매를 이끄는 데에 훨씬 효과적이라고

상으로 브랜드 충성도 혹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밝혔다. 이후, 제품과 서비스의 긍정적 구전과 부정적

을 보는 흐름으로 전개되어왔다. 하지만 오픈마켓은

구전에 대하여 조사하는 연구가 활발해 졌다 (Engel

온라인쇼핑몰과 달리 플랫폼 형태의 서비스 제공자로

et al., 1969; Richins, 1983). 추가적으로 Brown &

동일한 상품을 서로 다른 판매자가 제공하는 형식이

Reingen (1987)는 weak ties와 strong ties 의 차이를

기 때문에 온라인구전의 대상 및 목적이 다르다. 이와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온라인 비즈니스가 활성

관련하여 이주량 (2006)은 오픈마켓과 온라인쇼핑몰의

화 되면서 전통적 구전연구는 온라인영역으로 확대되

가장 큰 차이점을 상품 분류와 판매의 주체로 보았다.

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온라인쇼핑몰은 구매 담당직원이 상품을 선정하고 구

이용한 이후 거치는 피드백과정과 다른 소비자들에게

매하여 쇼핑몰에 등록하여 판매하는 MD 시스템으로

추천하는 과정은 디지털시대에 행해지는 온라인구전

운영되는데 비해, 오픈마켓은 판매자들이 직접 상품을

의 대표적인 예이며,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다

등록하고 판매하는 판매자 직접 판매방식이다. 따라서

(Chen & Xie, 2004; Dellarocas, 2003; Senecal &

온라인쇼핑몰에 비해 오픈마켓의 판매관련 마케팅 관

Nantel, 2004; Zufryden, 2000; 이정민 & 이재남,

여는 소극적이기 때문에 구전활동에 대한 장려도 소

2011). 온라인구전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선행된 연구

극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 쇼핑몰과 오픈

들은 다음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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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온라인구전 선행연구
Authore

Objective

Context

Lim & Chung
(2011)

구전커뮤니케이션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

travel,
consumer
banking

Findings

Cheung et al.
(2010)

문헌연구

Zhou & Duan
(2009)

구전정보 두 가지
측면(온라인 사용자후기와
전문가후기)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

software
download

Doh & Hwang
(2009)

어떻게 소비자들은 상품에
대한 온라인구전의 메시지를
평가하는지에 관한 연구

movies, digital,
cameras in
website

소비자들은 높은 신뢰성이 있는
온라인구전 메시지에 높은 의존도를
보임

Duan et al.
(2008)

어떻게 구전이 생성이 되고
어떻게 구전이 고객의
구매결정에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연구

Movie industry

구전의 독특한 측면은 구전 및
유통판매 사이에서 긍정적인 피드백
메커니즘을 보여주고 있으며 구전의
볼륨은 보다 높은 박스 오피스
흥행을 이끔

Dinesh et al.
(2008)

상품 카테고리에 걸친
온라인상점에 대한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에 대한
연구

online price
comparison
(bizrate.com)

긍정적인 고객의 사용후기는
재구매의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침

Gruen et al.
(2006)

온라인구전의 특정형태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

online forum of
the software
product

고객의 노하우 교환이 상품가치에
관한 고객의 인지에 영향을 미침

Podoshen
(2006)

브랜드 충성도와 구전의
사용에 관한 차이 연구

American Jewish
community

브랜드 충성도와 구전은 유의한
차이가 없음

Florian
(2005)

부정적인 구전의 전환효과에
관한 연구

telecommunication

Brown et al.
(2005)

소비자의 긍정적인 구전의도
와 행동에 관한 연구

부정적 구전은 신뢰도측면의 평가에
더 효과적으로 작용함
온라인구전연구의 현재까지의 흐름에
관한 정리

industry
automobile
dealership’s
customer

전문자의 투표가 증가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소프트웨어다운로드를
증진시키는 한편 사용자의 구전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함

새로운 공급자에게 상품연관성,
시장전문가, 인지된 위험, 만족도는
전환효과를 위한 이유로 부정적인
구전을 설명할 수 있게 함
만족도, 약속, 아이덴티피케이션은
구전의 의도와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함

선행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연구들이 판매자

들과 소비자들 사이에서 거래를 중개 할 뿐이다. 따라

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한정하여 연구를 수행

서 판매자는 그들이 판매하는 상품과 서비스 (통틀어

하였다. 이러한 온라인 쇼핑몰은 판매자가 다른 온라

거래) 또는 판매자 자신에 대한 구전을 선호하지만

인 쇼핑몰과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쇼핑몰

오픈마켓전체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구전을 유

에 대해서 긍정적인 구전활동을 기대하며 판매자가

도하는데 제한적이다. 따라서 온라인 쇼핑몰과 다르게

소비자의 긍정적인 구전활동을 의도적으로 유도하기

오픈마켓에서의 구전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가 쉽다. 그러나 여러 판매자가 동일 상품을 놓고 경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오픈마켓에 한정하

쟁하는 오픈마켓에서는 판매자가 오픈마켓 전체의 구

여 온라인구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연구

전활동을 유도하지는 않는다. 단지 오픈마켓은 판매자

하는데 집중한다.

201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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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b131 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내용의 분석 결과, 온
라인구전활동을 하는 가장 큰 이유로 정보공유욕구가

1. 정성적 연구

전체 응답의 71 건으로 전체 비율의 54% 을 차지하였

본 연구에서는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소비자들 중,
구전활동 경험이 있는 31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
터뷰 방식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인터뷰에 참
여한 대상자들의 성별과 연령대, 한 달 동안 구전활동
을 하는 횟수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인터뷰 응답자 정리
성별
남
여

18
13
연령대

10~19
20~29
30~39
40~49
기간별 횟수
1~5회
6~10회
10회 이상

2
19
7
3
19
8
4

다. 응답자 대부분은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하여 정
보공유를 하고 싶어 했다 (37 건).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싶다고 말한 응답은 8 건이었으
며, 만족여부를 알리거나, 추천하고 싶다고 말한 응답
은 각각 8 건, 7 건이었다. 이밖에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계없이 다양한 요인이 정보가 되어 공유하고 싶은

(%)
58%
42%
(%)
6%
61%
23%
10%
(%)
61%
26%
13%

본 연구는 인터뷰를 통해 오픈마켓에서 구전활동을
하는 이유를 5 가지 분류기준 (정보공유욕구, 고객만족,
자기표현욕구, 보상, 충성도) 으로 나누었다. 자유로운
인터뷰 방식이었기 때문에 구어체가 가진 의미를 최
대한 훼손하지 않도록 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이해하
기 쉽게 요약하였고, 이를 토대로 5 가지 분류 중 가장
근접한 요인을 선별하였다. 본 요약 및 분류를 토대로
오픈마켓에서 온라인구전활동을 하는 이유에 대한 응
답을 총 131 건의 유형으로 정리하였고 그에 대한 빈
도분석은 [그림 1]과 같다.

경우가 34 건 이었다. 다른 사람들의 구매피해를 방지
하기 위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싶다고 말한 건이 10 건
이었으며, 다른 사람의 구매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한 응답은 5 건이었다. 굳이 제품이나 상품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고 싶다고 말한 응
답이 9 건이었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오픈마켓을 통한
구매활동을 통하여 1 차적으로 얻어지는 제품 또는 서
비스에 대한 정보도 공유의 목적이 되지만, 2 차적으로
얻어지는 구매자의 감정, 평가 등도 공유의 목적이 되
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자기표현욕구가 28 건으로 전체 21% 의 비중
을 차지하면서, 온라인구전활동을 하는 두 번째 이유
로 나타났다. 자기표현의 이유로는 자신의 정보력을
자랑하고 싶은 이유가 6 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좋은
제품을 구매한 사실을 자랑하고 싶은 이유가 5 건, 자
기만족을 높이기 위한 이유로 4 건, 제품의 가치를 알
림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싶은 이유가 4 건이었
다. 이러한 응답자들은 주로 구전을 통하여 자신의 가
치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것을 인정받고자
하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온라인구전활동을 하는 세 번째 이유로는 보상기대
가 15 건으로 전체 비중의 11% 를 차지하였다. 대부분
의 오픈마켓은 사이트 운영 정책으로 포인트나 마일
리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구매 후 포인트
나 마일리지를 얻을 목적으로 구전활동을 하는 것으
로 드러났다 (8 건). 이 밖에도 경제적, 심리적 보상을

[그림 1] 온라인구전활동 이유 인터뷰 결과
4

원한다는 의견이 4 건 이었다. 다음은 고객만족을 이유
로 온라인구전활동을 한다고 답한 의견이 전체 1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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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체 비중의 8% 를 차지하였다. 고객만족에 의하

온라인 환경에서의 정보공유욕구는 사용자들의 태

여 판매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구전활동을

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Chen et al.,

한다는 응답이 3 건, 이와 반대로 불만족의 마음을 전

2002).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수행한 Hausman &

하고자 하는 응답이 3 건이었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

Siekpe (2009)의 연구는 정보공유욕구가 구매의도와

한 평가를 위해서 구전활동을 하는 경우는 2 건으로

재방문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사람들은 타인으로

나타났다.

부터 조언을 주거나 또는 조언을 구하기 위하여 정보

마지막으로 온라인구전활동을 하는 이유는 오픈마

를 공유한다고 제시하였다. 여기서 정보공유욕구는 가

켓 판매자에 대한 충성도로 전체 응답의 6 건을 차지

치 있는 정보를 습득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

하였으며 5% 의 비중을 보였다. 특정 오픈마켓 판매자

고 공유하고자 행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Brown &

에 대한 충성도를 표현하기 위한 구전활동은 4 건이고,

Duguid (2002) 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높은

이밖에 매니아적 활동을 하거나 사람들끼리 유대감을

개인일수록 정보공유에 적극적이라고 말하였다. 이는

형성하고 싶은 이유가 각각 1 건이었다. 이밖에 한국인

사람들이 가치있는 정보를 공유하는데 의의를 가지고,

들은 소문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구전활동을 하

타인을 위하여 기꺼이 정보를 주는데 동의하고 있음을

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답변한 응답도 1 건 있었으나,

의미한다. 본 연구의 사전인터뷰를 통해서도 많은 사

구전활동을 하는 5 가지 요인에서는 제외시켰다.

람들이 오픈마켓에서 타인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 정보

2. 정량적 연구
정성적 연구를 통해 오픈마켓에서 온라인구전활동
을 하는 요인 5 가지를 발견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
구에서는 오픈마켓에 온라인구전활동을 하는 5 가지
요인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위한 새로운 연구모델을
개발하였다.

를 공유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발견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타인과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 하
는 심리는 TRA 이론에서도 엿볼 수 있다. TRA 는 개
인의 행동을 탐색하는 모델로 넓게 통용되어 왔다
(Fishbein, & Ajzen, 1975). Fishbein &

Ajzen (1975)

에 의하면, 개인의 행동은 개인의 태도와 주관적인 규
범에 의해 형성되며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웹사이트를 사용할 때에도 나타나는데 (Lu &

2.1 연구모델 및 가설설정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다음 [그림 2]와 같다.

Lin, 2003), 최근 연구들은 웹사이트에서의 사회적 행
동을 설명할 때 TRA 이론을 이용하였다. 한 예로, 보
상을 기대하거나 타인과의 연대 혹은 타인에게 기여
하고자 하는 신념은 지식공유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
다다고 한다 (Bock et al., 2005). 또한 웹사이트에 대
해 특별한 신념이 형성된 고객은 반복적인 거래를 통
하여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Bock et al., 2005). 그렇
기 때문에 웹사이트와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고
객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데, 이러한 행
동이 사용후기 또는 거래후기의 형태로 나타나게 될
때 구전행위를 하게 된다. 탐색적 연구에서도 나타났
듯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구매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그림 2] 연구모형
2013. 3.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만족스러울 경우 타인에게 추
천하고 싶어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오픈마
5

노 승 의이
․ 지 은손
․ 정 은김
․ 희웅

켓에서 고객의 정보공유에 대한 욕구와 온라인구전행

이러한 구전은 타인에게 기꺼이 거래를 추천하는 행

위에 대한 관계를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동으로 나타난다. 이와 유사하게 Oliver (1999)와

가설 1: 오픈마켓에서 정보공유욕구는 온라인구전행

Schlesinger & Heskett (1991)은 고객만족과 구전 사

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만족과 구전 간에 부정적인 관계를 논의한 연구도 있

그 동안 고객만족에 대한 연구는 여러 분야에서
연구주제로 활용되어왔다 (Oliver,

1992;

이에 긍정적인 관계를 발견하였다. 이와 반대로 고객

권오병,

2010).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고객만족은 구입한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하여 구매행위 또는 소비자의
행동과 같은 시장 전체에 대한 경험으로 정의된다. 이
유재 (2000)에 의하면, 온라인쇼핑몰에 만족한 고객은
쇼핑몰에 대한 긍정적인 구전활동을 하는 반면, 불만
족한 고객은 부정적 구전활동 및 불만을 표출하는 행
위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온라인쇼핑
몰에서는 웹사이트를 통해 고객들에게 좋은 상품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미 구매행위가
이루어진 고객의 긍정적 평가를 다음 구매행위를 위

는데, 코카콜라의 사례연구에서 거래에 불만족한 고객
이 만족한 고객들보다 2 배로 더 많은 구전활동을 한
결과로 나타났다 (Anderson ,1998). Richins (1983)는
만족한 고객보다 불만족한 고객이 더 큰 구전활동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Anderson (1998)은
자신의 연구에서 거래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이 구전
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거래에 대한 불만족 요인이
만족요인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따라
서 오픈마켓에서의 고객만족과 온라인구전행위에 대
한 관계를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가설 2: 오픈마켓에서의 고객만족은 온라인구전행위
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한 소비자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구매후기

개인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여할 때 그것이 어떤

와 같은 온라인구전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오픈마켓과

방향으로든 자신의 위상이나 남들로부터의 인정, 존경

각 판매자들도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이 느끼는 긍정적

등의 사회적 보상 형태로 나타날 것을 기대하는 성향

거래 경험이 높을수록 지속적인 방문을 유도할 수 있

이 있다 (고일상, 최수정, 2006). Donath (1998)는 온

기 때문에,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는 것은

라인 공간에서 평판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물론, 소비자들의 거래 경험에 대한 후기를 남기게 함

것이 적극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강한 동기요인

으로써 다음 방문자를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

이 된다고 주장하였으며, Eric (1988)은 외부의 온라인

하곤 한다. 이는 Webster (2000) 가 온라인쇼핑몰은

지식네트워크에서 개인은 적절하고 유용한 답변 및

고객의 평가가 만족스러울수록 고객과의 관계가 견고

지식을 빈번하게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위상을 올릴

해진다고 한 것과 관련 있다.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Tajfel &

본 연구의 탐색적 연구를 통해서도 사람들은 거래

Turner (1978)는 개인의 표현 욕구를 사회적 아이덴티

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을 판매자에게 전하거

티 이론과 결부하여 설명하였다. 사회적 아이덴티티

나 후기를 남김으로써 온라인구전활동을 한다고 밝혔

이론은 개인이 사회생활에 참여하여 타인과 상호작용

다. 인터뷰에서 거래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 모두 온라

을 하면서 자기의식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인구전활동의 요인이 되었다. 이를 증명하는 연구들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의 혁신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자

의하면, 거래에 만족한 고객은 거래업체에 대해서 호

기표현을 하며, 혁신성은 신제품이나 서비스와 같은

의적인 구전활동을 한다 (Bitner, 1990; Bloch et al.,

혁신 아이템을 타인과 비교하여 얼마나 혁신적으로

1986; Oliver, 1980; Reichheld & Sasser, 1990)고 한다.

수용하고 시도하는지를 나타낸다 (Hirschman,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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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제품이나 서비스의 혁신적 수용을 타인에게 알림

론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의 이익에 의해 행동한다. 이

으로써 자신의 혁신성을 인정받고자 하며, 이를 통해

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자들은 개인의 보상심리에 주

긍정적인 사회적 아이덴티티를 표출하고자 하는 것이

목하였다. 보상이 기대될 때, 사람들은 더 적극적으로

다. 즉, 자기표현은 타인에게 자신의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을 취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교환이론에는 주로

인상을 창출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인상을 회피하려는

물질적인 보상 (extrinsic reward)이 고려되는데, 오픈

확률을 최적화하기 위한 행위로 자신의 장점을 부각

마켓이 소비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정보의 품질을

하거나 자신과 관련한 부정적인 정보를 생략하는 등

높이기 위해 마일리지나 소액의 보상금을 활용한 인

의 선택적 표현을 의미한다 (Leary, 1995; Leary &

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Kowalski, 1990)

(e.g., G 마켓 쿠폰).

본 연구의 탐색적 연구를 통해서도 사람들은 제품이

이와 별개로, 사회적 교환이론은 내재적 보상과 관

나 서비스의 구매경험을 알림으로써 자신이 타인보다

련이 있다 (Blau, 1967). 사회적 교환이론은 구체화되

정보력이 우수함을 은연중에 알리고, 자신의 참여적이

지 않은 의무를 포함하는데, 경제적인 측면이 아니더

고 행동적인 성향을 드러내고자 한다는 것을 알았다.

라도 사람들이 사회적 행동을 통해 또 다른 유형의

혹은 제품의 우위적 특성을 이용해 자신이 그러한 제

이득을 위해 행동을 취한다고 한다. 이것은 개인의 의

품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임을 과시하고자 하는 성향도

무, 감사, 신뢰와 관련이 깊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구

드러났다. 한편 일부 연구는 자아존중감에 의해서 자기

전활동을 함으로써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 기쁘다는

표현이 형성되는데,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내재적 보상에는

주장하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평가와 긍정적

지식기여로 인한 내재적 혜택이 포함되는데, 흥미, 호

인상을 형성하려고 한다고 주장하였다(Baumeister,

기심, 자기 만족감, 성취감 등이 있다. 이러한 내재적

1982). 다시 말해,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표현

보상요인은 외재적 보상요인보다 그 행동에 대한 지

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온라인쇼핑몰 등에서도 자기의

속력이 뛰어나다 (Deci & Ryan, 1987). 따라서 내재적

의견을 주장하고 표출하는데 적극적이게 된다. 인터뷰

보상에 대한 기대심리로 소비자들은 구전활동을 하는

를 통해서 일부 사람들은 자기만족을 높이기 위해서

동기가 된다. 즉, 고객은 구전을 통해 타인에게 유익

온라인구전활동을 한다고 답변하였다. 자기만족은 자아

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보상이라는 심

존중과 관련이 있으며, 따라서 자기표현욕구와 온라인

리적 보상을 얻기도 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기업의 홍

구전활동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보를 한다는 점에서 즐거움을 느끼기도 한다. 이러한

가설 3: 오픈마켓에서 자기표현욕구는 온라인구전행

심리적 보상은 이기적 편견 (self-serving bias)을 감소

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은 보상을 통하여 만족을 얻는다. 보상이란
특정행동에 대하여 그 행위자에게 주어지는 긍정적이
거나 매력적인 모든 형태의 대가이다. 흔히 특정한 행
동에 뒤따르는 보상은 강화기능을 하게 되어 그 이후
에도 유사한 상황에서 그 행동을 하게 될 발생 가능
성을 증가시킨다. 보상에 대한 논의는 경제적 교환이
론과 사회적 교환이론과 관련이 있다. 경제적 교환이
2013. 3.

시킴으로써 참여결과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
는 경향이 있다 (Prahalad & Ramaswamy, 2000). 즉,
구전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 보상은 참여에 대
한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
인 참여를 시도하게 된다.
본 연구의 탐색적 연구를 통해서 사람들은 경제적
또는 심리적 보상을 받고 싶다고 답변한 바 있다. 경
제적 보상으로는 대표적으로 포인트, 마일리지의 혜택
이 있었고, 심리적 보상으로는 자신의 온라인구전행위
가 타인의 구매결정에 도움을 줌으로써 심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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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감이 든다고 답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는 보

정 상점에 대한 단골행동을 보이는 것과 유사하여 특

상에 대한 기대와 온라인구전행위 사이의 관계에 대

정 상점에 대하여 소비자가 갖는 태도로 측정 가능하

해서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다. 이미 여러 연구에서 태도론적 개념의 충성도는 구

가설 4: 오픈마켓에서 보상은 온라인구전행위에 정

전활동과 연관이 있음이 확인되어 왔다 (Cronin et

(+)의 영향을 미친다.

al., 2000; Mowen et al., 2007). 다시 말하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태도론적 개념의 충성도를 가진 고객은
쇼핑몰에 대해 단골행동을 보이며, 지속적인 관계유지

충성도는 선호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재구

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구전활동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매하거나 단골고객이 되려는 몰입상태를 의미한다

충성도와 온라인구전행위에 대한 관계를 다음과 같이

(Oliver, 1999). 마케팅 분야에서 충성도는 비즈니스의

가정한다.

성패를 결정지을 만큼 중요하게 인식되어 왔다. 기존
연구들은 신규고객을 유치하는 것보다 기존고객을 관
리하는 것이 더 경제적 비용이 적게 들며, 비즈니스의
성공과 관련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Desouza, 1992;
Yoo & Alavi, 2001; 강인원 & 박찬욱, 2009).
고객이탈이 심한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충성도는
더욱

중요한 개념으로

인식된다 (Reichheld

가설 5: 오픈마켓에 대한 충성도는 온라인구전행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2.2.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국내 오픈마켓(G 마켓, 옥션, 11 번가,

&

인터파크 외 6 개) 사용자 및 경험자를 대상으로 온라

Schefter, 2000). 충성도는 고객들을 지속적으로 유치

인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오픈마켓에서의 구매경험과

하고, 장기적인 관계유지를 위한 요인이 된다. 마케팅

온라인구전활동경험이 있는 소비자로 대상을 제한하

분야예서는 특정 기업이나 상점, 제품들을 계속해서

였다. 총 277 건의 설문회수가 이루어 졌으며, 이 중

반복적으로 이용하려는 소비자의 태도를 충성도라고

미완성 되었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17 개의 설문

정의하였다 (Kotler & Alan, 1996). 충성도와 관련된

을 제외하여 최종 260 건의 설문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연구들 중에서는 충성도가 고객의 기업에 대한 긍정

설문응시자의 약 44% 가 G 마켓, 다음으로 약 27% 가

적인 행동적 의도와 행동을 유발한다고 주장하고 있

옥션, 약 22% 가 11 번가를 이용하여 주요 오픈마켓 시

다 (Bitner, 1990). 충성도가 높은 고객은 지속적인 구

장의 95% 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표

매활동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구전효과로 신규고객을

3]에서 성별, 연령, 직업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으

창출하여 인터넷 쇼핑몰의 수익성 증대에 큰 역할을

로 설문 응답자를 분류하였다.
[표 3] 설문 응답자 정리

한다고 하였다 (Asker, 1991; Reichheld & Sasser,
1990).
충성도에 대한 최근 연구들은 행동론적 개념
(Behavioral Concept)과 태도론적 개념 (Attitudinal
Concept)으로 구분하여 논의되고 있다. 행동론적 개념
의 충성도는 특정 브랜드에 대한 반복적 구매행동을
나타내며, 다른 브랜드는 고려할 의사가 없는 것을 의
미한다. 이 이론은 소비자 행동의 결과에만 중시한다
는 지적 때문에 최근 들어서 주목 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태도론적 개념의 충성도는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변수
성별
연령
(평균:
25세,
표준편
차:0.82
3)
직업

남자
여자
10대
20대
30 대
40대
50대
중고등학생
대학(원)생
직장인

빈도
200
60
25
106
103
23
3
25
46
189

백분율(%)
76.9
23.1
9.6
40.8
39.6
8.8
1.2
9.6
17.7
72.7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태도론적 개념의 충성도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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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 환경에서 온라인구전(eWOM)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표 4] 요인분석 결과
SPD1
SPD2
SPD3
ISD1
ISD2
ISD3
ISD4
CS1
CS2
CS3
RWD1
RWD2
RWD3
EWOM 1
EWOM 2
EWOM 3
LYT1
LYT2
LYT3

SPD
0.90
0.93
0.92
0.18
0.05
0.04
0.21
0.13
0.14
0.10
0.10
0.13
0.14
0.13
0.14
0.12
0.10
0.15
0.22

ISD
0.14
0.17
0.18
0.77
0.83
0.85
0.70
0.12
0.10
0.17
0.13
0.10
0.10
0.17
0.09
0.10
0.21
0.05
0.14

CS
0.18
0.13
0.09
0.10
0.19
0.15
-0.02
0.88
0.91
0.88
0.08
0.15
0.06
0.12
0.07
0.01
0.18
0.15
0.33

RW D
0.15
0.12
0.12
0.11
0.09
0.07
0.05
0.11
0.08
0.09
0.87
0.91
0.91
0.16
0.11
0.20
0.05
0.23
0.12

EW OM
0.12
0.14
0.14
0.01
0.13
0.14
0.08
-0.01
0.07
0.12
0.18
0.17
0.10
0.84
0.90
0.89
0.22
0.26
0.26

LYT
0.12
0.10
0.12
0.03
0.08
0.15
0.10
0.18
0.14
0.16
0.16
0.07
0.10
0.22
0.22
0.19
0.79
0.82
0.61

응답자의 약 77% 가 남성이었으며, 이 중 20 대와 30

개별변인들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신뢰도 분석을

대가 전체응답자의 80% 을 차지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시행한 결과, 크론바흐 알파값을 도출해 그 적합성을

평균나이는 25 세이며, 전체 응답자의 73% 가 직장인이

확인한 결과 모든 변인의 크론바흐 알파값이 기준치

었다. 본 연구의 모든 측정 항목들은 가능한 기존연구

인 0.7 을 상회하는 것을 나타냈다([표 5]참조). 또한,

를 참조하여 개발하였으며, 리커트 7 점 척도를 통해

연구모형의 판별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상관관계 검

측정하였다 [Appendix 참조].

증을 시행한 결과 피어슨상관계수 값이 기준치인 0.7

2.3. 신뢰성 분석 및 타당성 분석

미만을 모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신뢰성을 측정하기 위한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상관계수 수치가

신뢰도 분석과 연구모형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요
인분석 결과 보상기대(RWD) 4 번 항목이 제대로 묶이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수단은 종합적으로 타당성이
모두 0.6 미만으로 나타났으나 추후 회귀분석 진행 시
변수 간 다중공선성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였다.

지 않아, 측정항목에서 제외시킨 후 나머지 변수들로

2.4. 가설 검증

다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재 요인 분석을 한 결과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해 회귀분석 방법 중의

6 개의 변인이 묶이고 요인분석 결과 중 회전된 성분

하나인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우선 독립변인 간

행렬 값은 다음의 [표 4]와 같다. 분석결과 측정항목

상관관계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분산팽창계수(VIF)가

의 요인적재값이 모두 기준치인 0.6 을 상회하는 것으

10미만이며, 상태지수도 30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의 문

로 나타나 추출된 요인은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

제가 의심되지 않으므로 본 회귀모형은 매우 적합하

석되었으며, 각 요인들의 아이겐밸류값도 기준치인

다고 할 수 있다. 회귀분석 테스트 결과 제시된 연구

1.0 이상을 보이고 있고 누적분산이 82.48% 로 전체분산

모형의 가설 검증 결과는 [그림3]과 같다.

에 대해 약 83% 의 설명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201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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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신뢰성 및 상관관계 결과
ISD
CS
SPD
RWD
LYT
EWOM

평균

4.71
4.87
4.17
3.60
4.09
3.84

표준
편차
1.27
1.09
1.46
1.42
1.32
1.46

크론바흐
알파
0.84
0.92
0.96
0.94
0.79
0.92

ISD

1
0.31**
0.34**
0.25**
0.35**
0.32**

CS

SPD

RWD

LYT

EWOM

1
0.34**
0.27**
0.45**
0.22**

1
0.28**
0.41**
0.35**

1
0.37**
0.37**

1
0.54**

1

ISD:information sharing desire(정보공유욕구), CS: customer satisfaction(고객만족), SPD: self presentation desire
(자기표현욕구), RWD: reward(보상), LYT: loyalty(충성도), 구전: word of mouth(온라인구전)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2-tailed). 대각선 음영값은 각 변수의 (제곱근AVE )값임

났다. 마지막으로 오픈마켓에 대한 충성도(H5)는 온라
인구전행위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Ⅳ. 연구 결과 토의 및 시사점
1. 연구 결과 토의
본 연구에서는 오픈마켓에서 정보공유욕구, 고객만
족, 자기표현욕구, 오픈마켓 보상, 오픈마켓 충성도가
[그림 3] 가설 검증 결과

온라인구전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5 개의 가설을 세워 연구한 결과, 5 개 중 4 개의
가설이 채택되었다. 첫째, 오픈마켓에서 정보공유욕구

가설 검증 결과 제안한 5개의 모든 가설 중 H2를

는 온라인구전행위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제외한 나머지 4개의 가설이 (H1: p-value < 0.05,

다. 이는 사람들이 가치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데 의의

H3,4: p-value < 0.01, H5: p-value < 0.001 에서 유의

를 가지고, 타인을 위하여 기꺼이 정보를 주는데 동의

함) 채택되었으며, 연구모형은 35%의 설명력을 가지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고객의 정보공유유형으로는 상

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우호적인 정보전달, 문제점의

첫째로, 오픈마켓에서의 정보공유욕구 (H1)는 온라

개선방안 및 아이디어 등이 있다 (Betterncourt et al,

인구전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유의하게 미치는 것으

1997). 이밖에 Groth & Markus (2001)은 추천, 피드

로 나타났다. 둘째로, 오픈마켓에서의 고객만족(H2)은

백, 도우미 행동과 같은 정보공유의 유형이 있다고 밝

온라인구전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

혔다. 이러한 내용은 사전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되었

와는 달리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로,

다. 인터뷰 응답자들은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과 같이

오픈마켓에서의 자기표현욕구(H3)는 온라인구전행위

거래의 내용에 해당되는 정보들을 공유하는 것에서부

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

터, 거래를 통하여 얻어진 2 차적인 정보들, 예를 들어

다. 넷째로, 오픈마켓에서의 보상(H4)은 온라인구전행

제품을 사용하면서 느낀 점,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선

위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안 및 대책들도 공유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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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 환경에서 온라인구전(eWOM)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뿐만 아니라, 거래를 통해 얻어지는 혜택이나 손실에

신의 능력을 표출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자기표현욕구

대한 정보도 공유함으로써,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

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자기표현은 다른

보를 주거나 해를 입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형성하는 이미지를 컨트롤하려

서의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 했다. 오픈마켓은 다양한

고 시도하는 과정인데, 이러한 심리를 온라인구전 마

판매자들이 동일한 상품과 서비스를 놓고 경쟁할 수

케팅에 활용할 수가 있다.

도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구매후기와 같은 정보공유

넷째, 오픈마켓에서 보상은 온라인구전 행위에 긍

의 흔적이 많을수록 다른 고객의 구매를 유도하기가

정적 영향을 미친다. 보상은 흔히 경제적인 보상과 비

쉽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정보공유욕구를 적절히 활용

경제적인 보상으로 나뉘는데,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하여,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호의적인 정보를 많이

교환이론과 사회적 교환이론에 준하여 설명하였다. 대

이끌어 낼수록 판매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부분의 오픈마켓은 사이트 정책의 일환으로 구매후기

둘째, 본 연구에서 고객만족은 온라인구전행위에

를 남긴 소비자들에게 금전적인 혜택이나, 포인트 마

끼치는 유의한 영향을 찾지 못했다. Richins (1983)와

일리지와 같은 보상을 지원함으로써 구전행위를 유도

Anderson (1998)에 의하면, 거래에 대한 만족과 불만

하고 있다. 인터뷰에 응답했던 많은 사람들이 구매후

족이 모두 구전행위에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불만족

기를 남기는 대가로 얻어지는 금전적인 혜택을 자주

요인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것은 고객

이용하고 있으며, 온라인구전행위의 동기가 되고 있다

이 거래에 대해 만족한 순간보다 불만족한 순간에 구

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런 금전적인 혜택과는 관계없

전행위를 더욱 적극적으로 한다는 의미이며, 더욱 기

이 본인의 자발적 동기에 의해 구매후기를 남기기도

억에 남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설문은 모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좋은 거래에 대한 감사의 표시

두 과거에 오픈 마켓에서의 거래 경험이 있는 소비자

로 구매후기를 남기거나, 타인을 도움으로써 자기 성

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한 것이므로, 응답자들은

취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사회적 교

과거 거래 경험 중에 만족한 경험보다 불만족한 경험

환이론과도 일맥상통한다 (Blau, 1967).

을 더욱 오래 기억할 것이며, 본 설문의 응답도 만족

마지막으로 오픈마켓에 대한 충성도는 온라인구전

경험보다는 불만족 경험을 토대로 응했을 거라고 판

행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많은 연구들에서 충성

단된다.

도는 구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이 있어

셋째, 오픈마켓에서 자기표현욕구는 온라인구전행

왔다 (Bloemer et al, 1998). 뿐만 아니라 마케팅 분야

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오픈마켓에서 사람들은

에서도 충성도는 마케팅 전략의 성공을 측정하는 도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했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자

구로 활용되어 왔다 (Knox & Walker, 2001). 구전활

신이 어떠한 제품을 구매할 능력이 되는지 어떠한 서

동이 마케팅의 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실을 감

비스를 이용할 수준이 되는지를 증명하고 싶어 한다.

안할 때, 충성도가 온라인구전활동에 영향 관계에 놓

즉, 제품이나 서비스의 혁신성을 이용해, 자신의 혁신

이는 것은 당연하다. 연구 결과 오픈마켓에 충성도를

성을 인정받고자 하며, 구매경험을 알림으로써 자신의

가진 고객은 단골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온라인구전활

구매능력이나 정보력이 우수함을 과시하고 싶어 한다.

동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탐색적 연구에서도 인터뷰 응답내용을 보면,

2. 학술적·실무적 의의

가격이 비싸고 한정판인 제품에 대해서 남들보다 일
찍 구매를 했을 경우에, 온라인구전행위를 함으로써
타인의 부러움을 느끼며 자부심을 느낀다고 응답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구매한 상품의 브랜드를 통해 자
2013. 3.

본 연구의 학술적 의의 측면에서, 지금까지 온라인
구전활동의 요인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과거의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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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로부터 찾았다. 주로 마케팅 분야의 연구들과

중요성을 설명한다. 현재 온라인구전과 관련하여 이루

MIS 분야의 연구들이 있었으며, 주요 연구 성과들로는

어지는 마케팅 활동들은 대부분 고객이 찾아와서 참

고객만족, 충성도와 같은 요인들이 온라인구전활동과

여를 하는 형태이거나, 단기적인 보상의 혜택을 앞세

관련이 있음을 밝혀내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운 프로모션 혹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실질적으

과거의 선행연구들은 마케팅 관점으로 보는 고객만족,

로 고객은 단순한 금전적인 혜택 외에도 그 외적인

충성도와 온라인구전의 관계에 초점을 두었던 반면,

것을 원하고 있는데, 현업에서는 이를 단순한 금전혜

사용자관점에서 온라인구전 활동의 구체적 원인에 대

택으로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고객과의

해서는 파악하지 않았다. 그러한 이유는 아직까지 온

지속적인 소통과 고객의 긍정적인 온라인구전을 기대

라인구전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았고, 고객만족, 충성

하려면 금전혜택 외의 심리적 보상측면을 보다 면밀

도에 비해 지금까지 학술적으로 큰 의미를 갖고 있지

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작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생

못하기 때문이었다.

각하고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먼저 제시하는 마

그러나 본 연구는 오픈마켓에서 온라인구전경험이

케팅이 이루어진다면 긍정적인 온라인구전과 동시에

있는 소비자들에게 직접 인터뷰를 수행함으로써 온라

나아가 기업의 이미지를 상승시키는 선순환구조가 형

인구전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사용자 관점

성될 것이다.

에서 다양하게 얻어내고, 분류과정을 통하여 5 개의 요

본 연구결과에서 소비자들이 공유하고자 하는 정보

인을 선별해 내었다. 뿐만 아니라 5 개의 요인 중 4 가

는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과 같이 거래의 내용에 해당

지 요인이 온라인구전활동에 유의한 영향관계를 미친

하는 정보 외에, 오픈마켓의 운영에 대한 개선 및 대

다는 결론을 얻었다. 온라인구전에 유의한 영향을 미

책방안, 새로운 서비스 기회 등의 정보들도 포함한다

치는 요인은 향후 연구에도 주요 요인으로서 기초가

는 것을 알았다. 이는 오픈마켓에서 소비자들의 정보

될 수 있으며, 특히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 오

공유욕구를 적절히 활용하면, 온라인구전 마케팅 효과

픈마켓의 고객만족 요인은 충성도나 이를 대체할 수

를 높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과 상호작용하는 채널로

있을 만한 요인을 개발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오픈마켓

또한, 본 연구는 인터뷰를 통해 요인을 추출하여

에서 자기표현욕구를 적절히 활용하여 소비자들의 자

온라인구전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체계적이

기표현기회를 확대해 소비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고 집약적으로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성적연구인

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온라

인터뷰 결과를 범주화시켜 변수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인구전의 특징을 최대한 활용하고 소비자들이 함께 참

토대로 정량적 연구방법인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

여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여 정성적 연구방법과 정량적 연구방법을 결합적으로

에서 한층 강화된 마케팅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

수행하여 검증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

이다. 또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언제 어디에서든지

에서 시도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실증적인 변수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온라인이 활성화 될 수 있

검증했다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도출한 요

앞으로의 유사 연구들의 진행에 있어, 4 개의 요인을

인들의 요소를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좀 더 보완하여 온라인구전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파악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현재 오픈마켓이 가지고 있
는 보상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보상체계를

본 연구는 실무적 측면에서, 오픈마켓에서 온라인

정립해야 함을 시사한다. 현재 오픈마켓은 마일리지,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 혹은 개인 판매들에게 마케팅

쿠폰, 무료배송등과 같은 물질적 보상이 주된 요소이

도구로서 온라인구전을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수립의

다. 최근 이러한 경향을 탈피하여 생활용품군, 전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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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군 등에서는 고객을 기업의 모니터링요원으로 채용
하여 금전적 보상을 지원하는 동시에 모니터링요원이

Ⅴ. 결론

기업의 일원이 되어 활동한다는 심리적 보상을 고려

본 연구는 국내의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온라인구전

한 방법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고객이 소비자인 동시

행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에 기업의 실무자의 입장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함으로

사전인터뷰를 통해 온라인구전행위에 영향을 주는 5

써 보다 긍정적인 온라인구전을 기대하는 효과를 얻

가지의 요인들을 선별하고, 오픈마켓에서 온라인구전

을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오픈마켓이 보상체계의 영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

역을 확대하고, 소비자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재고해

해 5 가지 요인이 온라인구전행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

볼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치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4 가지 유의한 결과를 얻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국내의 오픈마켓에 한정하여 온라인 설문을

었으며, 탐색적 연구과정을 통한 학문적 접근을 통해
새로운 시도를 해보았다. 본 연구가 향후 온라인구전
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방향을 새롭게 제시하고, 온
라인 비즈니스 기업으로 대표되는 오픈마켓에서 전략
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수행하였다. 국내의 온라인 마켓 환경은 몇 개의 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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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측정 도구
Construct

정보공유욕구
(ISD)

오픈마켓
고객 만족
(CS)

자기표현욕구
(SPD)

오픈마켓
보상
(RWD)

오픈마켓
충성도
(LYT)

온라인구전
(eWOM)

18

Item

Wording

Reference

ISD1

나는 오픈마켓에서 거래를 슬기롭게 할 만한 정보를
공유하고 싶다.

ISD2

나는 오픈마켓에서 구매한 제품 정보를 공유하고 싶다.

ISD3

나는 오픈마켓에서 받은 서비스 정보를 공유하고 싶다.

ISD4

나는 오픈마켓에서 거래한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싶다.

CS1

나는 이 오픈마켓에서의 이전 거래에 만족한다.

CS2

나는 이 오픈마켓에서의 이전 거래를 잘했다고 생각한다.

CS3

이 오픈 마켓에서 내가 거래를 한 것은 현명한
선택이었다.

Self-developed

SPD1

나는 오픈마켓에서 나에 대한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다.

SPD2

나는 오픈마켓에서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다.

SPD3

나는 오픈마켓에서 좋은 이미지를 만들고 싶다.

RWD1

오픈마켓에서 정보공유를 하면 그에 따른 보답이 있다.

RWD2

오픈마켓에서 정보공유를 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RWD3

오픈마켓에서 정보공유를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LYT1

나는 이 오픈마켓의 단골 고객이다.

LYT2

나는 이 오픈마켓에 애착심을 느낀다.

LYT3

나는 이 오픈마켓이 오랫동안 성공했으면 좋겠다.

Oliver (1997)

Kim et al. (2012)

Malhotra &
Galletta (1999)

Garbarino &
Johnson (1999)

WOM1

오픈마켓에서 거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사람들에게 알리곤 한다.

다른

WOM2

오픈마켓에서 나는 이전 거래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종종 알린다.

WOM3

오픈마켓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특징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종종 알린다.

Gruen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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