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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방향성과 소비자태도 의 계에 대한 

메시지특성과 SNS특성의 효과

수, 안동
한 산업 술 학  경 학

The Moderating Effect of Characteristics of Message and SN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rection of WOM and Consumer

Attitude

Sung-Soo Kim, Tony Donghui Ahn

Dept. of Business Management, Korea Polytechnic University

  약  연 는 SNS상에  에 한 사용  보  특  비  태도에 미치는 향  실 로 

검 하는 것  목 로 하 다. 특   혹   내용 로 나뉜 시지  비 태도  계에 어 , 시

지  사실 , 동 , 사회  실재감, 상호 용  효과가 는지 살펴보았다. SNS 사용 학생  상 로 수집

한 554개 본  상 로 실 한 결과,  시지  향 에 라 비  태도는  변화  보

, 특 , 시지가 단  보다 사실  , 그리고 시지에 해 SNS사용 가 다양한 동 감  출할수록 

 큰 향  았다. 한편, 참여  실재감 나 상호 용 등 SNS  고 한 특   효과가 견 지 

않았  들  비  태도에 직  향  미치는 것 로 나타났다. 본 연 는 SNS에  비  태도 형 과

에  시지  특 과 SNS특 에 라 비  태도가 어떻게 향  는지 학술  연   확 하 고,

SNS  통해 마케  활동  수행하는 실 들에게도 용한 시사  시한다.

주 어 : 보, 향 , 사실 , 동 , SNS특 , 비 태도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effect of characteristics of eWOM(Word-of-mouth) on consumer 

attitude in SNS(Social Network Service). The characteristics of WOM were classified into characteristics of 

message (polarity, verifiability, consensus) and characteristics of SNS (social presence, interaction). Data of 554 

samples were collected from the university students of SNS users. The key results showed that the polarity of 

the WOM has a strong positive effect on consumer’s attitude, and the degree of verifiability and consensus has 

a moderating effect on the polarity-attitude relationship. On the contrary, characteristics of SNS such as social 

presence and interaction have a direct effect on consumer attitude and have no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on 

the polarity-attitude relationship. This study provides an academic enhancement in the research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WOM and consumer’s attitude in the SNS environment. Practical 

implications are also drawn from these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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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최근 온라인과 모바일 환경이 속히 발 함에 따라

정보탐색 소통이 온라인, 모바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SNS를 통한 온라인구 은 과거오 라인 구

에 비해 훨씬 강력하고도 빠르게 소비자태도 기업

이미지형성, 구매의도에 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업들도

이러한 환경변화를 인식하여 마 활동에 SNS를 략

으로 활용하고 있다.

온라인 모바일 환경에서 SNS는 기존의 오 라인

환경과 달리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동 상 등의 멀

티미디어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보다생생하게 달할

수 있고, SNS 특성상 사용자들은 유사한 심도, 커뮤니

티의 동질성, 유 계에 근거하여 다양한 의견을 표출

하게 된다 [1,2]. 이러한 구 정보는 느낌의 리, 감정의

조 , 정보의 획득, 사회감 강화, 그리고 설득 등의 역할

을 수행하는 목 지향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1], 작성

자의 태도나 경향에 따라 사실 이거나추상 인 성격을

띠기도 하고, 상품 정보에 해서는 정 혹은 부정 등

강한 방향성을 띠는 경우가 많다.

이 연구는 SNS상에서 방향성을 가지는 정보특성이

소비자 태도에 미치는 향을 방향성에 따라 어떤 차이

를 보이는지 살펴본다. 특히, 해당 정보의 사실성 정도,

SNS참여자들의 동의성 정도에따라 어떤 조 효과가 있

는지 탐색하고, SNS자체에 한 사용자들의 인지된 특

성에 따른 조 효과도 동시에 살펴보는 데 그 목 이 있

다. 이 연구결과는 온라인 구 정보의 방향성 특성,

SNS특성에 따른 소비자태도변화에 한 학술 범 를

확 할 것이며, SNS 등, 인터넷 마 을 수행하는 실무

자들에게 유용한 시사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론  경

2.1 라  보특

소비자들은 종종 가벼운 의견이나, 뉴스, 정보들을 다

른 사람들과 나 게 된다. 이와 같이 “특정 제품이나 서

비스에 한 구매, 사용, 특징들에 해 다른 소비자들에

게 해지는비정형 커뮤니 이션”을온라인 구 정보

라고 한다[1]. 특히 SNS 환경에서의 구 은 오 라인 환

경과 달리 달되는정보를다양한이미지, , 동 상 등

멀티미디어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보다 생생하게 달

할 수 있고, 객 성과 합리성을 반 하는 사실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2].

구 커뮤니 이션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직 경험한

소비자들이 SNS이라는 매체를 통해생동감 있게 달함

으로써 정보원에 한 신뢰를 높이며, 정보를 기억하기

쉽고 향력을 발휘하도록 한다[2,3,4]. 이러한 구 정보

의 “생생함(vividness)“은 메시지가 재미있고 감정 이

거나 는 분명하면서도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라 정의된다 [5]. 그리고 메시지의 생생함은 신뢰도

를 거쳐 구 정보의 수용과 활동에 향을 미치고[4,6],

구매의도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7].

그리고, 구 정보는 그 입증가능성에 따라 사실

(factual) 메시지와 평가 (evaluative) 메시지로 나 수

있다 [8]. 사실 정보는감각기 에 의해 직 인지할 수

있는 유형 인 제품특징에 한 논리 , 객 , 이성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뜻하며, 평가 정보는 무형 인

특징에 한 감정 이고 주 인 감성 표 을 의미한

다 [2]. 이러한 “사실성”과 련한 메시지 속성은 일반

으로 감성 인 정보보다 소비자 태도에 더 큰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를 들면 사실 정보가 구

을 확산한다는 연구[9],사실 정보가 평가 정보보다

랜드 태도에 더 큰 향을 미친다는 연구[10]가 있다.

한편, 인 향력과 소비자의 동화 행동에 한 연구

들은 다른 소비자들에 의한 제품평가가 소비자의 제품

단에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온라인 구

에서 “동의성(consensus)”이란 “둘 혹은 다수의 개인

이 제품의 성과에 의해 동의하는 정도“ 로 정의된다

[11,12]. 기존 연구들에서는 동의성이 온라인의 구 에 있

어서 유용성과 타당성을 단하는 요한 단서로 보았으

며[13], 동의성이 있는 정보는 그 지 않은 정보보다 신

뢰도가 더 높고 인 커뮤니 이션에서의 효과가 더 크

게 나타난다고 하 다[7].

한, 구 메시지는 그 내용에 따라 제품이나 의견에

해 정 혹은 부정 인 견해를 표 하게 되는데, 이

러한 경향을 “방향성(Message polarity or orientation)”

이라고 한다[14]. SNS에서 방향성 있는정보를 제공하는

이유는 부당한 느낌, 제품속성이나 이미지의 강화, 감정

조정, 계강화등의 이유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15],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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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 방향성과 련된 연구에서 부분은 정 인 정보

보다 부정 인 정보가 소비자 태도나 의사결정 과정에

더 강력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9,16,17]. 이는

부정 인 구매후기가 정 인 구매후기보다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더 크게 작용하며 정 인구매후기보다 더

큰 가 치를 부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2].

2.2 SNS 특

SNS는 Social Network Service 혹은 Social Network

Sites 의 임말로서 사람들은 SNS를 통해 계를 맺고,

정보를 획득하며, 창의 인 아이디어와 경험들을 공유한

다. 사람들은 SNS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에 속

하여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공유하며 스스로 제작한 콘

텐츠를 쉽게 확산한다. 한 그 속에서 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참여와 피드백을 진하여 상호간경계가 없어

지고, 정보공유를 진함으로써 이용자 간의 방향성

화를 나 며 친근감을 유도한다[18,19,20].

SNS는 그 운 랫폼이 인터넷 혹은 모바일로서 정

보시스템의 특성과, 활동 형식이 참여 주체간의 계를

주요한 특징으로 한다는 에서 커뮤니티의특성을 동시

에 가지고 있다. 정보시스템의 특성으로는 연결성, 근

성, 정보성, 유용성, 신뢰성 등 통 정보시스템으로서

의 특징을 들 수 있으며 [21]. 커뮤니티로서의 특징은 참

여성, 동질성, 상호 교류성 등을 들 수있다. 특히 SNS

련 기존 연구들은 SNS의 계 특성에 주목하고 있는

데, 사람들 사이의 계를 기반으로 하는 SNS의 상호작

용성, 사회 실재감, 교류 등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22,23,24,25].

사회 실재감(social presence)는 사람들이 매개된 커

뮤니 이션 상황에서 커뮤니 이션 상 가 사회 으로

존재함을 느끼는 정도, 즉, 커뮤니 이션 상호작용에서

다른 사용자들과 련되어 있다고 느끼는정도를 말한다

[4,26]. 사회 실재감은 정보공유나 정보의 생생함을 통

해서도 증가하며 오 마켓에서 쇼핑가치의 신뢰도를 향

상시켜 재구매 의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27]. 한편,

상호작용성(interaction)은 인간이 어떤 사물이나 사람들

과 행하는 모든 행 혹은 행 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매

체를 의미하며[28,29,30,31], 의사소통 속에서 뒤이어 나

오는 메시지가 앞에 달된 메시지에연 되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32]. 상호작용성도 소비자 만족도를 높여서

구매의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1,32].

실재감 상호작용성 외에도 연결성, 근성, 정보성,

유용성, 신뢰성 등 SNS의 다양한 특성들은 SNS를 사용

하는 소비자의 태도 혹은 구매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18].

3. 연 형  가  

2.1 연 형

본 연구의 목 은, 구 정보의 방향성이 소비자의 태

도에 미치는 향 차이가있는지 악하고, 그 향에 있

어서 메시지의 특성과, SNS의 특성이 조 효과를 하는

지 악하는 데 있다.

선행 연구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구 메시지는 사실

일수록, 동의성이 높을수록 소비자 태도에 정(+)의 향

을 미치며, 사회 실재감, 상호 용성은 소비자 태도 혹

은 구매의도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그러나, 이들 변수간의 계나조 계에 한 연

구는 부재한 실정이며, 본 연구는 구 정보의 방향에 따

라 소비자의 태도에 미치는 효과에서 그 정보 자체의 특

성이나, 정보가 운 되는 SNS특성에 따라 소비자 태도

가 달라지는지 연구한다.

[Fig. 1] Research model

2.2 연 가  

SNS구 메시지는 그 내용에 따라 특정 상품이나 서

비스에 해 정 혹은 부정의 메시지를 가진다. 이러한

방향성은 온라인 쇼핑몰 등 온라인 환경에서 일반 으로

소비자태도에 유의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7,15,34]. 본 연구에서도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한

다.

가설1: SNS에서 구 메시지는 그 방향성에 따라 소비

자태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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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반 으로 구 정보는 논리 이고 객 이고

이성 일수록 사용자의 공감을 더 획득하기용이할 것으

로 악된다 [7,9,10]. 그리고, SNS 사용자들이 그 정보에

해 많이 공감하고 지지할수록 정보에 한 신뢰도를

높여 것으로 상된다[7]. 한편 이러한 사실성과 동의

성은 정보의 방향성에 따라 소비자태도의 정이나 부정

의 정도를 강화할 것으로 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

방향성과 소비자태도와의 계에 있어서 논리성과 동의

성의 역할에 해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2: 구 메시지의 사실성은, 정보방향성이 소비자

태도에 미치는 향에 조 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3: 구 메시지의 동의성은, 정보방향성이 소비자

태도에 미치는 향에 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SNS에 참여하는 소비자는 일반 으로 그 네

트워크에서 실재감을 느끼고 상호작용함으로써 그 일원

으로서 동질감을 느끼고, 태도를 결정하게 된다. SNS에

서 느끼는 실재감이나 상호작용에 한느낌이 강할수록

정 혹은 부정 메시지를 강화할 것으로 기 된다

[26,27,3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

정한다.

가설4: SNS의 실재성은, 정보방향성이 소비자태도에

미치는 향에 조 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5: SNS의 상호작용성은, 정보방향성이 소비자 태

도에 미치는 향에 조 역할을 할 것이다.

2.3 변수    측

소비자에게 노출된 온라인 구 정보 방향( 정 , 부

정 ), 메시지 사실성(객 혹은 사실 , 주 혹은

감정 ), 메시지 동의성(동의자 많음, 음) 등 3가지 차

원의 메시지 특성 측정을 해 2x2x2 집단간 설계

(between subjects factorial design)를 사용하여 8개의

실험집단을 구성하 다. 집단별 다른 종류의 인터넷 구

정보 시나리오를 변수로 제시한 후, 구 정보에 노출

된 응답자들의 방향성에 한 인식, SNS에 한 인식,

태도변화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수행하 다. 메시지방향

성, 사회 실재감, 상호작용성, 소비자태도 설문문항은

그 지 않다(1)-매우 그 다(5)와 같이 5 척도로

구성하 다. 연구모형과 가설을 검증하기 해 사용된

변수와 항목명, 각 변수들의 조작 정의 련연구는

아래와 같다.

Construct Operational definition and measurement items Sources

Message

Direction

the positive or negative content of message

positive : praise or show a favorable opinion

negative :slander or show unfavorable opinion

[9,

14-17]

Message

verifiability

objective or subjective content of message

objective: logical and verifiable toward a

product such as weight, size, price, functions, etc

subjective: personal feeling of non-visible

attribute such as color, design, voice, etc.

[8-10,

14]

Message

consensus

the degree of consensus to a message

consent: showing same opinion or supporting

to a message

dissent: showing opposite opinion or

indifference to a message

[7,

11-13]

Social

presence

feeling of present by using SNS

feeling of co-presence with others

feeling of attentional allocation

perceived affective understand

perceived emotional interdependence

[4,

23,26,

27]

Interaction

a mutual or reciprocal action in SNS

mutual exchange of opinion

communication with others

recognition of respondence from others

personal conversation with others

[27-30]

Consumer

attitude

feeling or opinion about a product

have a positive attitude toward a product

have better image for a product

lay trust upon a product

[2,14,

16,17,

27,33]

<Table 1> Measurement items

4. 실

4.1 사 계

조사 상 표본은 경기도 안산 시흥 소재 3개 학

생을 선정하 고, 연구 상 제품으로는 스마트폰을 선정

하 다. 학생을 선정한 이유는 학생들의 인터넷 사

용 비 이 다른 계층보다높고, 제품을구매할 때 인터넷

상에서 다양한 정보탐색활동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 스마트폰을 선정한 이유는 컴퓨터, 휴 폰, 디지털

카메라, 화장품 등이 활발하게 구 커뮤니 이션이 일어

나는 제품으로 학생들에게 필수품이 될 정도이며, 제품

가시성이 있다고 단하 기 때문이다. 먼 메시지 방

향성, 사실성, 동의성 등메시지특성을 분류하기 해 각

유형별 4개의메시지를 작성하고, 각 메시지에 댓 이 없

는 경우와 5개 내외의댓 이 있는 메시지를작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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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메시지를 설문항목과 함께 SNS에 게재하여표본으

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 다.

factual evaluative

positive
positive-factual-consent positive-evaluative-consent

positve-factual-dissent positive-evaluative-dissent

negative
negative-factual-consent negative-evaluative-consent

negative-factual-dissent negative-evaluative-dissent

<Table 2> Factorial design

설문항목들은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본 연구

의 목 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 으며, 표본 수집은

2016년 3월 10일부터 31일까지 총 16일간 학교 설문시스

템에 속할 수 있는 SNS 련사이트와 커뮤니티에 게

재하 다.

수집된 총 586부의 표본 응답이부실하거나 일부 미

응답 문항이 있는 표본 32부를 제외한 총 554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 다. 표본 구성은 남성이 344명(62.1%),,

여성이 210명(37.9%)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20 가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통계학  특

본 연구를 해 설문지에 응답한 554명의 인구통계학

특성은 <Table 3>과 같다. 성별은 남,여 각각 62.1%,

37.9% 고, 연령 는 20 가 가장 많았다. 본 연구는

학생을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 기 때문에응답자는

원 학생 혹은 학원생이다. 응답자의 86% 이상이

SNS를 1일 1회이상 사용한다고 응답하 고, 주 1회이상

사용한다는 응답자가 99%로서 응답자는 부분 SNS에

친숙한 사용자임을 보여 주었다.

Number of

respondents
%

Gender

Male 344 62.1

Female 210 37.9

total 544 100.0

Ages

(years)

10-19 34 6.1

20-29 507 91.5

30 and above 13 2.3

total 554 100.0

<Table 3> Demographics of survey respondents

Polarity
verifiability consensus

type N % type N %

positive

factual 118 21.3 consent 94 17.0

evaluative 109 19.7 dissent 133 24.0

sum 227 41.0 sum 227 41.0

negative

factual 181 32.7 consent 162 29.2

evaluative 146 26.4 dissent 165 29.8

sum 327 59.0 sum 327 59.0

total 554 100.0 total 554 100.0

<Table 4> Statistics of respondents

4.3  신뢰도  타당  

메시지의 방향성, SNS특성 련 요인추출을 해 주

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방식을 사용하

고, 요인회 방법은 Varimax방식을 이용하 으며, 고유

값(eigen value)이 1.0 이상인 경우에 요인으로 도출하

다. 메시지 방향성 SNS특성, 소비자 태도에 한 탐

색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각 항목들은

신뢰도 타당도가 높아 해당 변수를 잘 반 하고 있으

며, 이후 가설검정을 한 통계분석의 요건을 충족한 것

으로 단되었다.

construct and item
factor

loading
eigenvalue

% of

variance

Cronbach’s

a

direction

dir1 .870

1.363 13.631 .920dir2 .931

dir3 .865

interaction

inter1 .875

4.940 49.400 .913
inter2 .891

inter3 .890

inter4 .832

social

presence

pres1 .907

2.098 20.984 .925pres2 .889

pres3 .891

Cumulative % of variance=84.015, KMO=.799, Bartlett’s

Chi-Square=4787.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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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 Convergent validity and reliability test

4.4 가  검

<가설 1> SNS메시지 방향성이 소비자태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회귀식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고,45.6%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시지

방향성(B=.675, p<.001)이 소비자 태도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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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d.

Coeffi

cients t Sig.

B
Std.

Err.
Beta

1 (Constant) 2.542E-15 .031 .000 1.000

directon .675 .031 .675 21.495 .000

Adj. R Square=.456, F=461.021, 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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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6> Results of regression 

           (dependent variable: Attitude)

<가설 2>, 메시지 방향성과 사실성에 따른 소비자태

도를 분석하기 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 으며, 두

변수의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를 동시에 검증하 다. 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Source

Type III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Corrected

Model
166.457a 4 41.614 59.104 .000

Intercept 2.848 1 2.848 4.046 .045

direction 148.579 2 74.290 105.512 .000

verifiability 1.006 1 1.006 1.429 .232

direction *

verifiability
11.506 1 11.506 16.342 .000

Error 386.543 549 .704

Total 553.000 554

Corrected

Total
553.000 553

a. R Squared = .301 (Adjusted R Squared =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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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7> Test of between-subjects effects (variables:

direction, verifiability, dependent variable 

: attitude)

결과표에 의하면 방향성에 따른 소비자 태도에서 F값

은 105.512(P<.0.5)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 방향성과 사실성의 상호작용은 F값이 16.342,

P<0.01 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방향성과

사실성의 상호작용은 소비자 태도에 유의한 향을 끼치

며, 가설 2는 지지되었다.

<가설 3>, 메시지 방향성과 동의성에 따른 소비자태

도를 분석하기 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 으며, 두

변수의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를 동시에 검증하 다. 그

결과는 <Table 8>과 같다.

Source
Type III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Corrected

Model
165.055a 4 41.264 58.394 .000

Intercept 2.852 1 2.852 4.036 .045

direction 159.110 2 79.555 112.582 .000
consensus .009 1 .009 .013 .908
direction *

consensus
10.005 1 10.005 14.158 .000

Error 387.945 549 .707

Total 553.000 554
Corrected

Total
553.000 553

a. R Squared = .298 (Adjusted R Squared = .293)

<Table 8> Test of between-subjects effects 

(variables: direction, consensus, 

dependent variable : attitude)

결과표에 의하면 방향성에 따른 소비자 태도에서 F값

은 112.582(P<.0.5)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 방향성과 동의성의 상호작용은 F값이 14.158,

P<0.01 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방향성과

동의성의 상호작용은 소비자 태도에 유의미한 향을 끼

치며, 가설 3는 지지되었다.

<가설 4,5> 메시지의 방향성과 소비자태도와의 계

에 있어 SNS의 특성, 즉, 실재감과 상호작용성의 조 효

과를 검증하기 해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Table 9> 에서 Model 1은 소비자태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방향성, 실재감, 상호작용성을 독립변수로 고려한

모델이고, Model 2는이들의상호작용을추가한회귀식이다.

Variable

model

(Dependent variable : attitude)

model 1 model 2

independent

variable
direction(X1) .538** .534**

moderating

variables

presence(O1) .174** .193**

interaction(O2) .153** .149**

interaction

term

X1*O1 .044

X1*O2 -.008

R 2 .508 .510

Adj R2 .506 .505

R2 change .508 .510

F change 189.437 113.888

F (Sig) .000 .000

<Table 9> Results of stepwise regression 

표에서 나타나듯이 모델2는 상호작용항이 유의하지

않고, R
2
증가분도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SNS특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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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방향성과 소비자태도와의 계에서 조 효과를

한다는 <가설4>, <가설5>는 지지되지 않았다.

4.5 결과  시사

본 연구의 결과 SNS에서의 메시지의 방향성은 소비

자의 구매태도에 유의 인 향을 미치며, 그 향의 정

도는 메시지의 사실성 동의성에 따라 조 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특정 제품 혹은 서비스에 한 정

는 부정 인 메시지는 그 메시지의 내용이 단 일

때보다는 사실 일 때 구매태도에 더 큰 향을 미치고,

SNS에 참여하는 사용자들이 댓 이나 “좋아요” 등 더

많은동의감을 보일때 더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편, 소비자태도는 SNS 참여자들의 존재감에

한 인식, 커뮤니 이션 정도에 한 인식에 따라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메시지의 특성과는 무

하게 참여자의 인식에 따라 소비자태도를결정하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메시지 방향성과 메시지 특성에

한 기존의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SNS 특성에 한 인식

이 메시지특성과는 상호 독립 으로 소비자태도에 향

을 미친다는 새로운 결과를 더해 다.

한편, SNS를 활용하여 제품을 매하거나 홍보하는

실무자들에게는 본 연구결과는 SNS를 략 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시사 을 제공한다. 즉, 실무자들은 회사제품

의 인지도나 평 에 있어 해당 제품이 SNS상에서 고객

만족을 지속 으로 일으킬 수 있도록 제품성능은 물론

서비스나 이미지 리를 극 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

리고, 부정 인 견해가 제시되었을 경우에는 한 방

향으로 응하고, 조치하여 소비자의 인식을 변화시키려

는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 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SNS를 통해 제품

과 련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제품에 한 태도를 결

정하게 되므로, SNS에서 존재감을 확보하고 다양한 커

뮤니 이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지원활동이 필요

할 것으로 단된다.

5. 결론

5.1 연  약

최근 속히 발 하는 온라인, 모바일 환경에서 SNS

를 통한 소비자들의 정보 탐색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 SNS 환경에서는 사용자들이 유 감과 동질

성 속에서 텍스트, 이미지, 동 상 등의 멀티미디어를 활

용하여 생생한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

이 연구는 SNS 상에서 특정 제품에 한 정, 혹은

부정 의견이 소비자태도에 미치는 향을 메시지의 특

성, SNS 특성에 따라 어떤 조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았

다.

실증분석 결과, 구 메시지의 방향성에 따라 소비자

태도는 유의 인 변화를 보 으며, 특히, 메시지가 단

일 때보다 사실 일 때가, 메시지에 해 SNS사용자

가 다양한 동의감을 표출할수록더 큰 향을 받았다. 한

편, 참여자의 실재감이나 커뮤니 이션 특성 등 SNS의

고유한 특성은 메시지의 방향성과는 무 하게 반 으

로 소비자 태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2 한계   향후 연 향

이 연구는 SNS의 소비자태도 형성에서 메시지의 특

성에 따라 소비자 태도가 어떤 향을 받는지 학술 측

면에서 연구를 확 하 으며, 실무자들에게는 SNS상에

나타난 소비자의 의견에 해 어떻게 반응하고 조치할지

유용한 시사 을 제공하여 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메

시지 특성이나 SNS특성이 소비자태도에 향을 미치는

을 실증하고 있지만, 메시지나 SNS의 모든 특성에

해 다루지는 않았다. 를 들어 메시지 특성에서는 메시

지의 생생함[5,6] 등을 추가 으로 고려하거나, SNS의

정보시스템으로의 특성 커뮤니티로서의 특성을 추가

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18,21,22]. 한, SNS의 정

인 요소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스트 스, 개인정보 유

출, 각종 등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도 요한 연구주

제가 될 것으로 단된다[35,36,37].

그리고, 본 연구의 표본선정 과정에서 20 의 학생

주를 상으로 하여 연구를 한 은 주요한 한계 이라

고 할 수 있다. 소비자 태도는 소비자의 개인 인성향이

나 특징, 제품 련 보유지식에 따라 향을받을 수 있다

고 단되므로[11,29,34], 표본 상을 확 하고 소비자의

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라 태도가 어떤 향을 받는지

조사연구할 필요가 있다[26,34,38]. 한, 본 연구에서는

연구 상을 스마트폰으로 한정하 으나 다른 제품이나



보 향 과 비 태도  계에 한 시지특 과 SNS특  효과

184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6 Jun; 14(6): 177-186

서비스, 랜드 등으로 확 하여 제품이나 서비스 특성

에 따른 소비자 태도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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