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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online WOM effect of blog review depending on brand awareness 
and message directi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was applied to understand online WOM acceptance. A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female in 20s and 30s and 312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analysis.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t-test,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SPSS ver. 18.0.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purchase intention and online re-WOM intention are higher when brand awareness is higher. 
Second, subjective norm,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WOM acceptance intention, purchase intention and off-line 
re-WOM intention show higher values when negative information is afforded. Third, in type 1 (high brand awareness/ 
positive message) and type 3 (low brand awareness/positive message), attitude, subjective norm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have a positive effect on WOM acceptance intention. In type 2 (high brand awareness/ negative 
message), subjective norm and attitude have a positive effect on WOM acceptance intention. In type 4 (low brand 
awareness/negative message), subjective norm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have a positive effect on WOM 
acceptance intention. Forth, in type 1 and type 3, WOM acceptance inten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purchase 
intention, offline re-WOM intention and online re-WOM intention. In type 2 and type 4, WOM acceptance intention 
has a negative effect on purchase intention, and a positive effect on offline re-WOM intention. The results show 
that blog review has ripple effect on consumer behavior by affecting purchase intention and offline re-WOM intention.

Keywords: online WOM(온라인 구전), brand awareness(브랜드 인지도), message direction(정보방향성), theory 
of planned behavior(계획된 행동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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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정보통신 기술발달로 인한 인터넷의 일반화는 

소비자의 구전 커뮤니케이션에 강력한 영향을 미

치고 있다. 과거 소비자들은 가족, 친구 등 친분이 

있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얻었지만, 최근 소

비자들은 인터넷을 매개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수

많은 정보를 빠르게 획득할 수 있게 됐다(Sung, 
Park & Park, 2002).

소비자 간에 발생하는 제품에 대한 정보의 교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전(Chung, Anistal & Anistal, 
2007)은 비호의적 태도를 호의적으로 바꾸는데 광

고보다 9배 더 효과가 있으며(Gelb & Johnson, 1995), 
사람들은 구전을 광고, 인쇄매체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amins, Folkes 
& Perner, 1997). 이러한 구전이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온라인상에서도 존재하게 되었는데, 이를 오

프라인 구전과 구별하여 온라인 구전이라고 한다. 
온라인 구전은 인터넷이라는 매개체가 지닌 특성

으로 인해 오프라인 구전에 비해 전달 범위가 넓어

지고 파급속도가 빨라지면서 영향력이 더욱 확대

되고 있다(Sung et al., 2002).
이와 같이 구전은 소비자 행동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인터넷의 대중화와 함께 그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션관련 제품에 대

한 온라인 구전 선행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그동

안 패션분야에서는 주로 인터넷 쇼핑몰 후기를 중

심으로 온라인 구전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Lee 
& Choi, 2009; Park & Lee, 2009; Son & Rhee, 2007). 
그러나 온라인 구전이 발생하는 또 다른 중요한 매

체로서 소셜네트워킹 서비스(SNS)가 있다. KCC(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와 KISA(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2012)에 따르면 2011년 만 6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의 66.5%가 최근 1년 이내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 이용자의 84%가 

블로그 이용자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소셜 네트

워킹 서비스의 확산은 온라인 구전의 확산을 더욱 

촉진시키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블로그 리뷰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
그러나 패션관련 제품 블로그 리뷰를 통한 온라

인 구전의 효과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

다. Park and Hwang(2012)이 블로그의 정보특성이 

구전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하였으나 구

전대상이 화장품이었기 때문에, 다른 패션관련 제

품에 대한 블로그 리뷰의 영향을 연구할 필요가 있

다. 또한 구전수용에 대한 결과로서 구매의도 형성

이나 제품태도의 변화 등을 살펴본 연구들은 많으

나, 구체적으로 구전수용 자체를 분석한 연구는 거

의 없었다.
한편, 인간의 행동과 관련된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통제, 그리고 행동의도를 통합적으로 고

려하여 인간 행동을 설명하는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은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

게 적용되어 인간행동을 설명해왔다. Cheng, Lam 
and Hsu(2006)는 소비자의 부정적 구전 커뮤니케이

션 의도가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통제와 

관련이 있음을 밝힘으로써 계획된 행동이론이 구

전 커뮤니케이션에 적용 가능함을 입증하였다. 또
한 계획된 행동이론을 통해 소비자의 온라인상의 

행동을 설명하는 연구들(Cho & Hwang, 2001; Choi 
& Kim, 2003; Kim & Han, 2001)이 다수 이루어짐

으로써 계획된 행동이론은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
라인상에서 소비자의 행동을 예측하고 이해하는데 

적합한 모델로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 온라인 구전과 관

련하여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한 연구는 없었다. 따
라서 본 연구는 계획된 행동이론을 바탕으로 온라

인 구전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파악

해 보고자 한다. 즉, 브랜드 인지도와 정보방향성에 

따른 자극물을 이용한 실험설계를 통해 계획된 행

동이론의 주요변인인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

동통제가 온라인 구전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구전수용에 대한 결과로서 구매의도와 

재구전의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온라인 구전수용에 대한 심층적

인 이해를 높이고, 향후 우리나라 패션기업이 온라

인 구전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I. Literature Review

1. Online word of mouth(W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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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haracteristics of online WOM
Henning-Thurau, Gwinner, Walsh, and Gremler(2004)

는 e-WOM(electronic word of mouth)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온라인 구전을 인터넷을 통해 대중과 

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회사에 대한 잠

재고객, 실제고객, 또는 이전의 고객들이 만들어내

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진술이라고 정의하였다.
온라인 구전은 인터넷이라는 중간 매체의 고유

한 특성 때문에 오프라인 구전과는 차별성을 지닌

다. 온라인 구전은 인터넷을 통해 문자로 정보가 

전달되기 때문에 구전정보가 저장될 수 있으며, 구
전의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전달범위가 매우 넓

다. 또한 소비자는 시․공간적 제약 없이 친분이 없

는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짧은 시간에 다량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Sung et al., 2002). Granitz and Ward 
(1996)는 온라인 구전의 매개체인 인터넷은 여러 

사람이 쉽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참여의 개방

성을 온라인 구전의 특징으로 꼽았다.
Lee, Doh and Hwang(2011)은 구전은 전달자와 

수신자의 1단계의 정보 전달과정이 아닌 끊임없는 

정보의 전파과정이기 때문에 온라인 구전효과를 구

전 수용과 확산으로 측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여기

서 구전의 수용은 구전이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미

치는 영향이며, 확산은 수용한 메시지를 2차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과정이다.
기존의 온라인 구전 연구에서는 구매의도(Park, 

2007; Park & Yoo, 2006), 제품태도(Kim, Kim, Lee, 
Choi & Kim, 2006; Lee et al., 2011; Park, 2007), 구
전의도(Lee et al., 2011), 구매영향력(Lee & Park 2006), 
브랜드 태도(Park & Yoo, 2006), 스크랩 빈도, 댓글 

수, 조회 수 등의 구전 확산력(Kim & Song, 2008) 등
을 효과지표로 사용하였다.

2) Message direction and online WOM
구전정보 내용의 방향은 긍정적, 중립적, 부정적

인 것으로 구분된다. 정보의 방향성은 구전의 효과

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많은 연

구들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Lee et al., 2011). 
그중에서도 주로 긍정적 구전과 부정적 구전에 관

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기존 연구 결과를 살펴보

면 대부분 부정적인 구전정보가 긍정적인 구전정

보보다 소비자 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Yang & 
Cho, 2000). Klein(1996)은 인상형성(impression forma-
tion)에 관한 연구에서 사람들이 특정 대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할 때,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

인 정보에 더 가중치를 둔다고 하였다. 부정적인 

정보가 긍정적 정보에 비해 더 큰 영향력을 가지는 

이유는 부정적인 정보가 긍정적 정보보다 더 강한 

느낌을 주고, 마음속에 더 오래 남기 때문이라고 설

명할 수 있다(Anderson, 1973).
오프라인 구전에서 뿐만 아니라 온라인 구전에

서도 정보의 방향성은 구전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

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Sung et al.(2002)는 온라

인 구전은 친분이 없는 발신자로부터 문자를 통해 

정보가 전달되므로 수신자가 발신자의 신뢰성, 전
문성 등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구전정보 자체 특

성이 구전효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하

였다. 이 때문에 온라인 구전 선행연구들은 정보특

성을 중요하게 다루어 왔으며, 그 중에서도 정보의 

방향성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Lee et al., 
2011). 온라인 구전의 정보방향성에 관한 연구들도 

부정적인 구전정보의 영향력이 긍정적인 구전정보

보다 더 크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Kim et al., 
2006; Lee & Park, 2006). 이와 관련하여 Park and 
Yoo(2006)는 온라인에서는 누구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정보사용자는 부정적인 정보를 긍정

적인 정보보다 더 진실하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

다고 하였다. 또한 Lee and Park(2006)은 온라인 구

매환경은 오프라인에 비해 단서가 부족하기 때문

에 불확실성이 높아, 소비자는 부정적인 메시지에 

대해 더 예민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블로그 리뷰의 구

전효과도 정보방향성에 따라 다를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보방향성을 긍정

과 부정으로 나누어 그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3) Brand awareness and online WOM
브랜드 인지도는 제품 이미지를 연결해 주는 연

상매체로서 작용하고, 제품에 대한 친근감과 호감

을 제공하며, 제품 및 기업에 대한 신뢰감을 부여

한다. 또한 소비자의 구매의사 결정시 구매 고려 

대상 브랜드 군에 해당 브랜드를 포함시키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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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다(Aaker, 1991). 소비자는 높은 인지도의 브

랜드의 제품을 해당 제품 범주 내에서 최고의 제품

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Aaker, 1996), 높은 브

랜드 인지도는 소비자의 지각된 위험을 감소시킨

다(Keller, Heckler & Houston, 1998). 이와 같은 브

랜드 인지도의 특성은 구전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Park(2007)은 온라인 사용후기가 구매의사 결정

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는데, 연구 결과 브랜드 

인지도에 따라 사용후기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

남을 밝혔다.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경우, 부정, 중
립, 긍정후기의 순서로 영향력이 크지만, 브랜드 인

지도가 낮은 경우 부정, 긍정, 중립후기의 순서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Choi, Kim, Choi, and 
Kim(2011)은 온라인 쇼핑상황에서 온라인 상품평

이 제품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

구를 수행하였다. 이들의 연구 결과, 부정적 온라인 

상품평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낮을 때보다 높을 때, 
소비자의 제품태도와 구매의도가 더 높게 나타나 

브랜드 인지도가 부정적인 온라인 상품평과 같은 

불확실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온라인 구매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에 따라 

<Fig. 1> Theory of planned behavior
From. Ajzen, I. (1991). p.182.

구전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패션제품의 경우, 브랜드 인지도가 구전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Theory of planned behavior
Ajzen(1991)의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은 행동과 관련된 태도(Attitude),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 인지된 행동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 그리고 행동의도(Intention)의 4
가지 변수를 통해 인간의 행동을 설명한다.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개인의 행동을 결정하는 주요 변인

은 행동의도이며, <Fig. 1>과 같이 행동의도는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통제의 영향을 받고, 행동

의도와 인지된 행동통제는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

을 준다(Ajzen, 1991).
계획된 행동이론의 각 변수들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태도란 어떤 행동에 대한 호의적 또는 비

호의적인 평가로서(Ajzen, 1991), 인간 행동을 설명

하고 예측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Ajzen & Driver, 
1992).

둘째, 주관적 규범은 특정 행동 수행여부에 대해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사회적 압력(perce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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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pressure)을 뜻한다(Ajzen, 1991). 즉, 타인이 

자신의 특정 행동을 지지하는가 아닌가에 대한 개

인의 인식과 관련된 것이다.
셋째, 인지된 행동통제란 특정행동을 수행하는 

것이 쉽거나 어렵다고 개인이 인식하는 정도로서, 
개인이 더 많은 자원과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할수

록, 행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방해되는 요소가 적다

고 예상할수록, 특정행동에 대한 인지된 통제력은 

커진다(Ajzen, 1991). Ajzen(1991)에 따르면 인지된 

행동통제는 행동의도뿐 아니라 실제 행동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넷째, 행동의도란 특정행동을 수행하기 위해 개

인이 얼마나 기꺼이 시도하려 하는지, 얼마나 많은 노

력을 기울이려고 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일반적

으로 특정행동에 대해 더 호의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그리고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통제가 강할수록 

그 행동을 수행하려는 의도는 커진다(Ajzen, 1991). 
지금까지 계획된 행동이론은 레저활동(Ajzen & 

Driver, 1992), 다이어트(Conner, Kirk, Cade, & Barrett, 
2001)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 인간의 행동을 설

명해 왔으며, 소비자의 메트로섹슈얼 소비행동(Nam, 
2010), 외모관리행동(Lee & Park, 2012) 등의 연구

에서는 계획된 행동 이론을 적용하여 소비자의 의

복 행동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인간의 사회적 행동을 예측하고 이해

하는데 유용한 개념적 틀을 제공하는 계획된 행동

이론은 합리적 행동이론을 보완하여 발전시킨 이론

(Ajzen, 1991)으로서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과정

<Fig. 2> Research model

을 설명하는데 적합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소비자

가 의사결정과정에서 구전정보를 탐색하고, 수용여

부를 결정하는 행위는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합리적 소비자일수록 의사결정에 필요

한 정보를 더욱 탐색하기 위해 블로그 리뷰를 활용

할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계획된 행동이론을 중

심으로 소비자의 블로그 리뷰를 통한 구전효과를 

밝히는 것은 소비자 의사결정과정을 밝히는데 도

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III. Methods

1. Research questions and model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브랜드 인지도와 정보방향성에 따른 구전

효과의 차이를 밝힌다.
둘째, 브랜드 인지도와 정보방향성에 따른 유형

별 구전효과의 차이를 밝힌다.
셋째, 브랜드 인지도 및 정보방향성에 따른 유형

별 구전수용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통제가 

구전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본다.
넷째, 브랜드 인지도 및 정보방향성에 따른 유형

별 구전수용의도가 구매의도, 재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본다.
이에 대한 연구 모형은 <Fig. 2>와 같다.

2. Stimuli and pretests
연구대상 제품으로는 러닝화를 선정하였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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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의 경우, 그 품목과 디자인이 매우 다양하고, 제
품 선택 시 취향 등의 주관적 측면이 무척 중요하

게 작용하기 때문에, 구매의도와 같은 블로그 리뷰

의 영향력을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반면, 러닝

화는 기능적 속성이 중요한 제품으로, 의류에 비해 

피험자의 주관적 요소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하

고, 외생변수에 대한 통제가 용이하다. 또한 러닝화

는 최근 걷기운동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그 수요

가 급증하였고, 기능성뿐만 아니라 패션성을 갖춰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젊은 층

에서 러닝화는 기능적 목적의 단순한 운동화가 아

닌 중요한 패션 품목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러닝화가 패션제품 블로그 리뷰의 

영향력을 평가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연구대

상으로 선정하였다.
자극물에 사용될 브랜드는 의류학과 대학원생 12

명을 대상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조사하고, 가상브

랜드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여 선정하였다. 고 인지

도의 브랜드로는 토론참여자들이 가장 많이 언급

한 나이키를 선정하였고, 저인지도의 브랜드로는 

플라이핏이라는 가상의 브랜드를 만들었다.
블로그 리뷰는 브랜드 인지도(고/저)와 정보방향

성(긍정/부정)을 달리하여 유형 1(고브랜드 인지/긍
정적 정보), 유형 2(고브랜드 인지/부정적 정보), 유
형 3(저브랜드 인지/긍정적 정보), 유형 4(저브랜드 

인지/부정적 정보) 등 4가지 유형으로 제작하였다

(Fig. 3). 네이버 블로그에서 실제 나이키 러닝화에 

대한 리뷰를 수집하여 이를 근거로 제작하였다. 구
전정보는 전체적으로 메시지의 글자 수, 이모티콘 

수 등을 유사하게 조작하여 정보량의 차이에 따른 

영향력을 통제하였다. 제품 사진으로는 나이키 러

닝화를 사용하였는데, 디자인 차이에 의한 영향력

을 배제하기 위해, 저인지도 유형의 경우 동일한 

나이키 제품 사진을 브랜드 로고를 제거한 후 제시

하였다. 블로그 리뷰 페이지 구성은 웹 화면을 캡

쳐하여 실제 네이버 블로그의 디자인과 유사하게 

제작하였고, 4가지 유형 모두 동일한 디자인을 사

용하였다. 유형 1과 유형 3은 같은 내용의 긍정적 

정보로 구성하였으며, 유형 2와 유형 4는 같은 내

용의 부정적 정보로 구성하였다. 브랜드 인지도는 

나이키(고인지)와 플라이핏(저인지)로 구분하였다. 

유형 1과 유형 3의 긍정적 메시지는 “착용감 완전 

짱이에요. 굉장히 가볍고 편해요. 신었을 때 안정감

도 있구. 쿠션도 좋아서 오래 걸어도 발이 안 아프

더라구요. 와플처럼 밑창이 갈라져서 발에 유연성

을 더해줘요. 메쉬소재를 사용해 통풍도 잘돼요. 너
무 예뻐요. 색상도 다양하고 디자인도 깔끔해서 어

느 옷이나 잘 어울려요, 정말 맘에 쏙쏙 들어요. 적
극 추천해요” 등의 메시지로 구성하였다. 유형 2와 

유형 4의 부정적 메시지는 “좀 실망이에요. 무겁고 

불편해요 오래 신으면 발바닥이 아파요. 발을 안정

감 있게 잡아주는 느낌도 없습니다. 바닥의 절개선

이 유연성을 높여준다는데 틈새에 돌이 껴서 잘 빠

지지가 않아요. 메쉬소재라 비가 오면 다 젖어버려

요. 발이 찌그러져 보이는 느낌이 들고 발볼도 넓어 

보여요. 코디하기 힘들어요. 기대 많이 했는데 실망

이에요. 비추천입니다.” 등의 메시지로 구성하였다.
이와 같이 제작된 자극물이 연구자의 의도대로 

조작되었는지 점검하기 위해 의류학과 대학원생 

12명과 20대 일반인 여성 5명에게 사전조사를 실시

하였다. 참여자들에게 4개 유형의 자극물을 제시한 

후 브랜드 인지도, 정보방향성, 자극물의 유사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참여자들은 브랜드 인

지도와 구전정보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구분하였다. 
또한 4개 유형의 자극물이 매우 유사하게 제작되었

다고 평가하였다.
이상과 같이 제작된 자극물을 본 조사에서 사용

하였고, 브랜드 인지도와 정보방향성이 피험자들에

게 제대로 인식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브랜드 인

지도와 정보방향성을 측정하였다.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브랜드 인지도의 경우 고 브랜드 인지도의 평

균값이 6.449, 저 브랜드 인지도의 평균값이 1.539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t=52.711, p<.001). 
정보방향성은 긍정적 정보의 평균값이 6.003, 부정

적 정보의 평균값이 1.57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나타내었다(t=55.679, p<.001). 이를 통해 브랜

드 인지도와 블로그 리뷰의 정보방향성에 대한 조

작이 적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3. Sample and data collection
본 연구는 서울, 수도권에 거주하는 20~30대 여

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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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timuli according to brand awareness and message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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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22일부터 11월 5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총 370부를 배포하였다.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하여 총 312부가 최종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표본 연령의 평균은 22.3세였으며, 직업은 학생이 

90.4%(282명), 회사원 7.1%(22명) 등의 순으로 나

타났다. 응답자의 전공은 의류․패션계열이 62.8% 
(196명), 예체능 10.6%(3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

다. 응답자의 80.1%(250명)가 패션제품 블로그 리

뷰를 이용한 경험이 있었으며, 16.3%(51명)가 패션 

제품 블로그 리뷰를 직접 작성한 경험이 있었다. 
블로그 리뷰를 이용한 패션 제품으로는 화장품 34.3% 
(186명), 옷 21.9%(119명), 신발 21.2%(11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블로그 리뷰를 직접 작성한 패션

제품은 화장품 32.1%(27명), 옷 27.4%(23명), 신발 

21.4%(1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4. Measures and data analysis
계획된 행동이론 관련 측정도구는 Ajzen(2002)

이 제시한 도구 개발 지침을 기본으로 하고, Park and 
Han(2007), Lee and Park(2012) 등의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구전수용태도 5
문항, 주관적 규범 6문항, 인지된 행동통제 2문항, 
구전수용의도 3문항을 사용하였다. 구매의도는 Park 
and Yoo(2006)와 Bae(2009)의 측정항목을 참고하

여 총 5문항을 사용하였다. 재구전의도는 Bae(2009)
의 항목을 본 논문에 맞춰 오프라인 재구전의도와 

온라인 재구전의도로 나누어 총 6문항을 사용하였

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극물이 성공적으로 

조작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브랜드 인지도와 정

보 방향성을 측정하였다. 브랜드 인지도는 Aaker(1996)
와 Kim(2009)의 측정항목을 참고하여 총 3문항을 

사용하였다. 정보방향성은 Park(2007)의 항목을 참

고하여 총 2문항을 사용하였다. 이외 인구통계학

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연령, 직업 등의 문항을 

측정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제외한 모든 문

항은 7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였고, 측정도구의 신

뢰성을 Cronbach's α계수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

과, 모든 문항의 신뢰도는 0.7 이상으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은 SPSS 18.0 version을 이용하여 빈도분

석, 신뢰도분석, t-test, MANOVA,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IV. Results and Discussion

1. WOM effect according to brand awareness 
and message direction

브랜드 인지도와 정보방향성에 따른 구전효과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브랜드 인지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구전수용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통제, 
구전수용의도, 구매의도, 오프라인 재구전의도, 온
라인 재구전의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변량 분석

(MANOVA)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브랜드 인지도

에 따라서는 구매의도와 온라인 재구전의도에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정보방향성에 따라서는 주관

적 규범, 인지된 행동통제, 구전수용의도, 구매의도, 
오프라인 재구전의도에서 차이가 나타났다(Table 1).

브랜드 인지도가 구전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

구한 선행연구들(Kim, 2009; Park, 2009)과 비교해 

볼 때, 본 연구 결과에서는 구전효과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의 영향력이 적게 나타났는데, 이는 인지도

가 전혀 없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브랜드를 제시하

는 실험연구를 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정보방

향성은 구전수용태도와 온라인 재구전의도를 제외

한 모든 변수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정보방향성의 

구전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들(Lee & Choi, 2009; Park 
& Lee, 2009; Son & Rhee, 2007)의 결과를 지지하

였다. 

2. WOM effect according to the type of brand 
awareness and message direction

브랜드 인지도와 정보방향성에 따른 네 가지 유

형별 구전효과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평균과 표

준편차를 분석하였다. 구전수용태도는 유형 3(저인

지도/긍정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M=4.577), 주
관적 규범은 유형 2(고인지도/부정적)에서 가장 높

게 나타났다(M=4.817). 또한 브랜드 인지도와 상관

없이 구전정보가 긍정적일 때보다는 부정적일 때 

주관적 규범이 더욱 높게 나타나, 정보수신자는 부

정적 구전정보를 수용할 때 준거집단이 더욱 지지

한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었다. 인지된 행동통제는 

유형 2(고인지도/부정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M= 
5.679). 즉 정보수신자는 고인지도의 부정적 정보를 

수용하는 것이 더 쉬운 일이라고 생각함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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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ANOVA for WOM effect according to brand awareness and message direction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SS df MS F

Brand awareness

Attitude 1.500 1 1.500  1.315

Subjective norm 3.000 1 3.000  2.318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171 1 .171   .149

WOM acceptance intention .036 1 .036   .019

Purchase intention 63.008 1 63.008 40.011***

re-WOM intention(offline) 2.005 1 2.005  1.122

re-WOM intention(online) 17.038 1 17.038  9.180**

Message direction

Attitude .228 1 .228   .200

Subjective norm 23.348 1 23.348 18.042***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6.962 1 6.962  6.082*

WOM acceptance intention 18.117 1 18.117  9.420**

Purchase intention 50.296 1 50.296 31.939***

re-WOM intention(offline) 45.968 1 45.968 25.729***

re-WOM intention(online) 4.642 1 4.642  2.501

*p<.05, **p<.01, ***p<.001

있었다. 구전수용의도는 유형 4(저인지도/부정적)에
서 가장 높게 나타나(M=4.941), 브랜드를 잘 알지 

못할수록 부정적 정보에 대한 구전 수용의도가 높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매의도는 유형 1(고
인지도/긍정적)에서 높게 나타나(M=4.348), 소비자

는 잘 알려진 브랜드에 대해 친숙함을 느끼고, 해당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신뢰를 가짐(Aaker, 
1991)으로써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브랜드 인지도

에 따른 구매의도를 연구한 Park(2009)과 Choi(2011)
의 연구결과 및 인터넷 쇼핑몰 구매후기를 통해 온

라인 구전효과를 살펴본 Kim(2009)의 연구와 온라

인 커뮤니티 상품평을 통해 구전효과를 살펴본 Lee 
et al.(2011)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오프라인 재구

전의도는 유형 2(고인지도/부정적)에서 높게 나타

났다(M=4.951). 즉 고인지 브랜드의 긍정적 정보보

다는 부정적 정보를 주변사람에게 전달할 의도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기업의 정보특성이 구전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Kim and Kim(2004)
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온라인 재구전의도는 유

형 1(고인지도/긍정적)에서 높게 나타났다(M=2.996). 
이는 브랜드 인지도가 낮을 경우, 해당 브랜드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여 제품에 대한 불확실

성이 크기 때문에 구전정보를 재전달하려는 의도

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3. Influence of attitude, subjective norm, per-
ceived behavioral control on WOM acceptance 
intention

브랜드 인지도와 정보방향성에 따른 유형별 구

전수용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 통제가 구전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구전수

용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통제를 독립변수

로 하고, 구전수용의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유형 1(고인지도/긍정)에서는 주관적 규범(β=.362, 

p<.001), 인지된 행동통제(β=.327, p<.001), 구전수

용태도(β=.285, p<.01)의 순으로 구전수용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쳤고, 설명력은 66.7%였다. 즉, 인지

도가 높은 브랜드의 긍정적 정보의 경우, 정보수신

자가 구전수용을 준거집단이 지지한다고 인식하고,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구전수용의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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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WOM effect according to the type of brand awareness and message direction

Dependent 
variables

Type 1: High brand 
awareness/positive 

Type 2: High brand 
awareness/negative

Type 3: Low brand 
awareness/positive

Type 4: Low brand 
awareness/negative Total

M(SD) M(SD) M(SD) M(SD) M(SD)

Attitude 4.382(1.048) 4.491(.994) 4.577(1.108) 4.575(1.122) 4.506(1.066)

Subjective norm 4.297(1.166) 4.817(1.057) 4.073(1.182) 4.648(1.133) 4.467(1.169)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5.292(1.159) 5.679(1.007) 5.333(1.085) 5.544(1.026) 5.466(1.076)

WOM acceptance 
intention 4.437(1.530) 4.910(1.326) 4.449(1.348) 4.941(1.336) 4.690(1.401)

Purchase intention 4.348(1.336) 3.669(1.370) 3.573(1.293) 2.646(.985) 3.555(1.389)

re-WOM 
intention(offline) 4.333(1.329) 4.951(1.215) 4.022(1.463) 4.940(1.338) 4.573(1.389)

re-WOM 
intention(online) 2.996(1.495) 2.938(1.618) 2.227(1.030) 2.772(1.210) 2.739(1.389)

유형 2(고인지도/부정)에서는 인지된 행동통제를 

제외하고, 주관적 규범(β=.408, p<.001), 구전수용

태도(β=.331, p<.01)의 순으로 구전수용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쳤으며, 설명력은 42.6%였다. 즉, 인
지도가 높은 브랜드의 부정적 정보의 경우, 정보수

신자가 준거집단이 구전수용을 지지한다고 인식하

고, 구전수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구전

수용의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인지된 행동통제

가 구전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결과는 정

보수신자가 잘 알려진 브랜드에 대한 부정적 정보

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였기 때문에, 구전정보수용

에 대한 자신감 수준과는 상관없이 주변인들의 의

견과 자신의 의사에 의해 해당정보에 대한 수용을 

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유형 3(저인지도/긍정)에서는 주관적 규범(β=.499, 

p<.001), 인지된 행동통제(β=.214, p<.05), 구전수용

태도(β=.224, p<.05)의 순으로 구전수용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쳤고, 설명력은 58.9%였다. 즉, 인지

도가 낮은 브랜드의 긍정적 정보의 경우 정보수신

자가 구전수용을 준거집단이 지지한다고 인식하고,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며, 온라인 구전 수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이를 수용하고자 하는 의

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유형 4(저인지도/부정)에서는 구전수용태도를 제

외하고 주관적 규범(β=.603, p<.001), 인지된 행동

통제(β=.295, p<.001)의 순으로 구전수용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쳤으며, 설명력은 61.6%였다. 이를 

통해 인지도가 낮은 브랜드의 부정적 정보의 경우, 
정보수신자가 준거집단이 구전수용을 지지한다고 

인식할수록, 또한 구전수용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

할수록 구전수용의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구전

수용태도가 구전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인지도가 낮은 브랜드의 부정적 구전정보를 

수용하는데 있어 자신의 태도보다는 주변사람들의 

의사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
러한 결과는 부정적 정보가 구전효과에 미치는 영

향이 긍정적 정보보다 크다는 기존의 선행연구들

(Lee & Park, 2006; Lee et al., 2011; Park & Yoo, 
2006)의 결과를 지지한다.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경우, 브랜드와 제품에 대한 정보가 불확실하기 때

문에, 정보수신자의 지각된 위험 정도가 크므로 개

인적인 기준보다는 준거집단의 영향을 더 크게 받

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모

든 유형에서 구전수용의도에 대해 주관적 규범의 

영향이 가장 컸다는 사실이다. 즉, 온라인 구전정

보를 수용하는 데에 있어서 자신의 생각보다는 준

거집단의 의견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구전수용이라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타인으로

부터의 영향력을 수용하는 사회적 활동이기 때문

에, 구전 수용에 대해 사회적 영향력을 나타내는 

주관적 규범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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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Lee and Green(1991)이 제시한 것처럼 집

단주의 문화권에 속하는 한국의 경우 개인적 견해

를 추구하기 보다는 집단의 규범에 순응하려는 사

회적 압력을 강하게 느끼므로, 행동의도에 대한 

주관적 규범의 영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4. Influence of WOM acceptance intention on 
purchase intention and re-WOM intention

브랜드 인지도와 정보방향성에 따른 각 유형별 

구전수용의도가 구매의도 및 재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구전수용의도를 독립변수로, 
구매의도, 오프라인 재구전의도, 온라인 재구전의

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유형 1(고인지도/긍정)에서 구전수용의도는 구매

의도(β=.533, p<.001), 오프라인 재구전의도(β=.584, 
p<.001), 온라인 재구전의도(β=.316, p<.01)에 유의

한 영향을 미쳤다. 설명력은 각각 27.5%, 33.2%, 8.8%
였다. 이러한 결과는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의 긍정

적 정보를 접한 경우, 정보수신자의 구전수용의도

가 높아질수록 구매의도와 재구전의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유형 2(고인지도/부정)에서 구전수용의도는 구매

의도(β=－.224, p<.05)와 오프라인 재구전의도(β= 
.484, p<.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온라인 재

<Table 3> Influence of attitude, subjective norm,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on WOM acceptance intention

Type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β t adj R2 F

Type 1: High brand 
awareness/positive 

WOM acceptance 
intention

subjective norm .362 3.752***

.667 51.840***Perceived behavioral control .327 4.130***

Attitude .285 2.860**

Type 2: High brand 
awareness/negative 

WOM acceptance 
intention

Subjective norm .408 3.829***
.426 30.711***

Attitude .331 3.106**

Type 3: Low brand 
awareness/positive 

WOM acceptance 
intention

Subjective norm .499 5.241***

.589 36.398***Perceived behavioral control .214 2.551*

Attitude .224 2.284*

Type 4: Low brand 
awareness/negative 

WOM acceptance 
intention

Subjective norm .603 7.466***
.616 63.529***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295 3.654***

*p<.05, **p<.01, ***p<.001 

구전의도(β=.193, N.S)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력은 각각 3.8%, 22.4%
였다. 이러한 결과는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의 부정

적 정보를 접한 경우, 정보수신자의 구전수용의도

가 높아질수록 구매의도가 낮아지고, 오프라인 재

구전의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그러나 구매의도의 

경우 유의한 결과가 나왔으나, 설명력이 3.8% 로 

매우 낮다. 이것은 브랜드 인지도가 높을 때, 부정

적 블로그 리뷰가 해당 브랜드에 대한 구매의도에 

미치는 효과가 적음을 의미한다. 즉, 브랜드 인지도

가 높은 경우 소비자는 그 브랜드에 대한 사전지식

을 통해 이미 신뢰감과 긍정적 태도 등을 갖고 있

기 때문에, 부정적 온라인 구전정보의 영향력이 약

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가 

소비자 의사결정에 끼치는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하

나의 부정적 구전정보를 접했을 경우의 영향력이

므로, 장시간 다수의 부정적 구전 정보를 접했을 

경우 부정적 구전정보의 영향력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라도 부정적 구전

정보 관리에 소홀하면 안 될 것이다.
유형 3(저인지도/긍정)에서는 구전수용의도가 구

매의도(β=.588, p<.001), 오프라인 재구전의도(β= 
.388, p<.01), 온라인 재구전의도(β=.252, p<.05)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설명력은 각각 33.7%, 13.9%, 
5.1%였다. 이러한 결과는 인지도가 낮은 브랜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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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Influence of WOM acceptance intention on purchase intention, re-WOM intention

Type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β t adj R2 F

Type 1: High brand 
awareness/positive 

WOM acceptance 
intention

Purchase intention .533   5.461*** .275 29.823***

Offline re-WOM intention .584   6.230*** .332 38.813***

Online re-WOM intention .316   2.884** .088  8.319**

Type 2: High brand 
awareness/negative 

WOM acceptance 
intention

Purchase intention －.224 －2.047* .038  4.192*

Offline re-WOM intention .484   4.910*** .224 24.108***

Online re-WOM intention .193   1.747 .025  3.053

Type 3: Low brand 
awareness/positive 

WOM acceptance 
intention

Purchase intention .588   6.219*** .337 38.672***

Offline re-WOM intention .388   3.602** .139 12.975**

Online re-WOM intention .252   2.228* .051  4.962*

Type 4: Low brand 
awareness/negative 

WOM acceptance 
intention

Purchase intention －.355 －3.333** .115 11.109**

Offline re-WOM intention .497   5.021*** .237 25.208***

Online re-WOM intention .176   1.568 .018  2.459
*p<.05, **p<.01, ***p<.001 

긍정적 정보를 접한 경우, 정보수신자의 구전수용

의도가 높아질수록, 구매의도, 오프라인 재구전의

도, 온라인 재구전의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유형 4(저인지도/부정)에서 구전수용의도는 구매

의도(β=－.355, p<.01), 오프라인 재구전의도(β=.497, 
p<.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온라인 재구전

의도(β=.176, N.S)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설명력은 11.5%, 23.7%였

다. 이러한 결과는 인지도가 낮은 브랜드의 부정적 

정보를 접한 경우, 정보수신자의 구전수용의도가 

높아질수록 구매의도가 낮아지고, 오프라인 재구전

의도가 높아짐을 나타낸다. 
온라인 재구전의도의 경우, 유형 1과 유형 3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오긴 하였으나, 설명력이 10% 미
만이고, 모든 유형에서 평균이 2점대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즉, 전반적으로 블로그 리뷰는 구매의도

와 오프라인 재구전의도에 영향을 주지만, 온라인 

재구전의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

다. 온라인 구전은 인터넷에 접속하여 글을 작성하

는 행위로서 오프라인 구전에 비해 소비자의 노력

과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

으로 보인다.

V. Conclusion

본 연구는 계획된 행동이론을 바탕으로 패션 브

랜드의 인지도 및 온라인 구전정보의 방향성에 따

른 블로그 리뷰의 구전효과를 밝히고, 정보수신자

의 온라인 구전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을 알아봄으로써 온라인 구전수용행동을 이해하고

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브랜드 인지도와 정보방향성에 따른 구전

효과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브랜드 인지도에 따라 

구매의도와 온라인 재구전의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정보방향성에 따라서는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통제, 구전수용의도, 구매의도, 오프라

인 재구전의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브랜드 인지도와 정보방향성에 따른 네 가

지 유형별 구전효과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구전수

용태도는 유형 3(저인지도/긍정적), 주관적 규범과 

인지된 행동통제는 유형 2(고인지도/부정적)에서 가

장 높게 나타났다. 즉 정보수신자는 고인지도 브랜

드의 부정적 정보를 수용하는 것이 더 쉬운 일이라

고 생각함을 알 수 있었다. 구전수용의도는 유형 4
(저인지도/부정적)가 높게 나타나, 브랜드를 잘 알

지 못할수록 부정적 정보에 대한 구전 수용의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매의도와 온라인 

재구전의도는 유형 1(고인지도/긍정적), 오프라인 재

구전의도는 유형 2(고인지도/부정적)에서 높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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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셋째, 브랜드 인지도와 정보방향성에 따른 각 유

형별로 구전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형 1(고인지도/긍정)
에서는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통제, 구전수용태

도가 높을수록 구전수용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유형 2(고인지도/부정)에서는 주관적 규범, 
구전수용태도가 높을수록 구전수용의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유형 3(저인지도/긍정)에서는 주관

적 규범, 인지된 행동통제, 구전수용태도가 높을수

록 이를 수용하고자 하는 구전수용의도가 높아짐

을 알 수 있었다. 유형 4(저인지도/부정)에서는 구

전수용태도를 제외하고 주관적 규범과 인지된 행

동통제가 높을수록 구전수용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넷째, 브랜드 인지도 및 정보방향성에 따른 각 

유형별로 구전수용의도가 구매의도 및 재구전의도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
형 1(고인지도/긍정)에서 구전수용의도가 높을수록 

구매의도, 오프라인 재구전의도, 온라인 재구전의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 2(고인지도/부정)
에서 구전수용의도가 높을수록 구매의도와 오프라

인 재구전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온라인 

재구전의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유형 3(저인지도/긍정)에서는 구전수

용의도가 높을수록 구매의도, 오프라인 재구전의

도, 온라인 재구전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유형 4(저
인지도/부정)에서는 구전수용의도가 높을수록 구매

의도, 오프라인 재구전의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온
라인 재구전의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마케팅적 시

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경우 부정적 블로그 

리뷰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효과가 작게 나타난 결

과를 통해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대한 브랜드 인지

도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기업은 

다양한 광고 및 홍보활동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데 주력해야할 것이다. 또한, 자사 관련 정보

를 소비자가 가능한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브랜드를 알릴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자사 홈

페이지를 단순한 제품소개가 아닌 오락적 요소나 

유용한 정보를 가미한 쇼비즈(show biz) 형태로 운

영하는 방법 및 온라인 잡지인 웹진(webzine)의 형

태로 운영하여 소비자의 정보탐색을 유도하는 것

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저인지도 브랜드는 신제

품 도입시 잠재고객층을 대상으로 체험단을 모집

해 비용 부담 없이 자사 제품을 사용해 보게 한 후 

긍정적인 블로그 리뷰 작성을 장려하는 방법을 활

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블로그 리뷰는 소

비자의 구매의사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오프라인 재구전의도에 영향을 미쳐 소비자 행동

에 지속적으로 파급효과를 낸다. 따라서 기업은 근

본적으로 자사 제품에 대해 블로그 리뷰를 작성하

는 소비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우수 체험 리뷰를 선정하여 블로그나 미니홈

피에 게재하고, 이를 퍼가는 사람들에게 할인 쿠폰

을 증정함으로써 매출증진 및 구전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또한 상품사용 후 보고서나 앙케이트

의 답변 제출을 조건으로 보상을 하는 모니터링기

법의 활용 및 각종 콘테스트와 체험 이벤트 개최, 
파워블로거 모집을 통한 회사홍보, 회사홈피의 블

로그 이전을 통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시도, 고정

고객을 등급에 따라 나누어 특별 우대하는 프로그

램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자

사 제품을 사용해본 고객으로서 블로거들은 자사

에 대한 관심이 높은 소비자로서, 블로그 리뷰를 

통해 다른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 리

더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을 고객

관리의 첫 번째 대상으로 두고 잘 관리한다면, 기
존의 고객을 유지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

해 자사를 홍보하여 신규고객을 창출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블로그 정보의 확산으로 

등장하는 부정적 블로그 리뷰의 문제점을 보완하

기 위해 악의적인 리뷰에는 적절한 조치 및 법적 

대응을 하면서 부정적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제품

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이에 대한 개선 사실을 공

개하여 기업의 긍정적인 평가와 신뢰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

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조사 대상자를 20~30대 여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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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정하였고, 표본이 20대 초반 대학생으로 치우

쳐 있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

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다양

한 직업 등을 포함하여 연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온라인 구전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구전정

보를 주고 받는 활동인데, 본 연구에서는 인쇄물을 

통해 구전정보를 제시했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

구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실제 온라인 구전 상

황과 유사한 실험 설계를 통해 보다 정확한 연구결

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블로그 리뷰에 대한 댓글의 영

향력을 고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실제 환경에서는 

블로그 리뷰에 댓글이 달리므로 정보 수용자는 댓

글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댓글의 

수나 방향성 등에 의한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보다 

실질적인 블로그 리뷰의 효과를 알아낼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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