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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기업에 대한 부정적 여

론이 부정적 브랜드 이미지로 발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갑질 논란”에 휩

싸여 있는 N사의 사례나 “땅콩 회항”이라는 이

미지를 가지게 된 D사의 사례 등이 있다. 그 외

에도 자동차 부분에서 가장 높은 내수 점유율을 

보유한 현대․기아 자동차(이하 현기차)는 “흉

기차”(박혁진, 2015)라는 이름이 신문이나 뉴스 

등의 주류 언론에 거론될 정도로 부정적인 브랜

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현기차의 경우 브랜

드 이미지만의 문제는 아닐지라도 내수 시장 점

유율은 몇년째 계속하여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

고 있다1).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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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상은 기업에 대한 부정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이나 

브랜드의 품질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게 되고, 

이에 대해 소비자들의 구전 활동을 통하여 부정

적인 인식이 확산되면서 발생한다. 기존 문헌 

연구에 따르면 브랜드 이미지는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와 충성도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밝히고 있어(Richard and Allaway, 1993; 이세

규, 2010), 부정적 브랜드 이미지는 기업에 부정

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특

히 현대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이러한 구

전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짐으로써 그 확산이 전

통적인 구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넓

고 빠르게 퍼지게 된다.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

지로의 변화는 SNS나 커뮤니티를 통해 급속도

로 전파되기도 하고 점화 효과를 통해 확대 재

생산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따라서, 

기업이 이를 인지할 때는 이미 대처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며, SNS나 커뮤니티로부터 이러

한 변화를 빨리 감지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

다고 할 수 있다.

앞서 말한 “땅콩 항공”과 같은 부정적인 브

랜드 이미지들은 주로 온라인 구전이 확산되는 

경로 중 한 곳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생성되고 

확산되는데 이를 Thompson et al. (2006)은 도

플갱어 브랜드 이미지라고 정의하였다. 인터넷 

커뮤니티는 선호하는 관심사나 가치관을 공유

하는 소비자 집단이자 온라인 구전의 매개체로

서 상호간 정보공유, 탐색 및 생산 등의 활동이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다(송용태, 2008). 특정 

상품 군과 관련된 커뮤니티에서는 각 제품 별 

비교나 구입장소 및 방법, 자신이 경험한 제품

들의 특징 등에 대해 다른 소비자와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한다. 이러한 커뮤니티를 찾는 소비

자들은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제품지식, 가

치표현, 시장지식 등의 실용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Okleshen and Grossbart, 1998). 또한 

같은 가치관과 관심사를 공유하는 인터넷 커뮤

니티는 그 사회적 집단으로서의 특성으로 인해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

어난다(송용태, 2008). 이와 같이 인터넷 커뮤

니티는 도플갱어 브랜드 이미지 (Doppelgänger 

Brand Image)가 생성되는 조건에 부합한다. 

  도플갱어 브랜드 이미지와 같은 부정적인 이

미지나 스토리는 각 커뮤니티들 간의 네트워크

에서 확산되고, 결국은 내부에서만 순환되지 않

고 외부에도 그 이미지를 전파하게 된다. 그 결

과 브랜드 이미지 자체를 부정적으로 만들어 브

랜드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Fishbein and Ajzen, 1975; Lutz et al. 1983). 

기존 연구들은 부정적 사건 자체에 대한 연구나 

부정적 구전 효과에 대한 연구에 한정되어 있으

나, 본 연구에서는 도플갱어 브랜드 이미지를 

통해 부정적인 사건이 실제 부정적인 브랜드 이

미지로 발전하는 과정을 실증적 분석을 통해 밝

히고자 한다. 

  더 나아가 기업에 대한 부정적 브랜드 태도는 

브랜드 충성도나 브랜드 회피에도 영향을 준다

(Khan and Lee, 2014). 이렇게 브랜드 자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브랜드 위기라고 하

는데(Dawar and Lei, 2009), 기업들은 브랜드 

위기로 인한 손상된 이미지를 회복시키거나 그 

영향을 최소한으로 만들고자 위기관리 전략을 

수립한다. 이의연 (2002)에 따르면 기업에 부정

1) 현대차, 내수 점유율 40% 선 처음 깨져, http://www.ajunews.com/view/2016010807440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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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태도를 가진 소비자 집단은 대체적으로 기

업의 위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며, 기업

이 수용적인 위기 커뮤니케이션을 취하지 않을 

경우 더욱 부정적인 태도를 고수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기업의 위기관리에 대한 연구

들은 설문이나 사례분석, 그리고 실험 설계라는 

방법으로 증명되어 실제 상황에서 적용이 되는

지에 대해 실증적 분석을 한 사례는 매우 적다. 

  이에 본 연구는 A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

민국 최대 중고 자동차 커뮤니티와 A사 블로그

로부터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사용하여 도플갱어 브랜드 이미

지가 소비자의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의 대응에 따른 소비자의 브랜드 태도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을 하고자 한

다. 또한, 도플갱어 브랜드 이미지가 기업의 위

기관리 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확인하고, 

부정적 사건이 도플갱어 브랜드 이미지를 연상

시키는 점화효과를 불러오는 지에 대해 실증적

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Ⅱ. 선행 연구

2.1 온라인 구전과 인터넷 커뮤니티

  온라인 구전은 기존의 전통적인 구전과는 다

르게 광범위하게 퍼지며 해당 정보를 취득한 많

은 소비자들이 활용함에 따라 소비자 의사결정 

및 정보탐색, 시장에서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성

패와 기업이미지에 형성 등에 대해 강한 영향력

을 행사한다 (Bussiere, 2000; Chatterjee, 2001; 

Stauss, 1997; 이은영, 2004a). 그에 따라 기업들

이 마케팅을 수행함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온라

인 구전을 사용 중에 있다(Dobele et al., 2005). 

온라인 구전의 주 전파경로는 메신저나 고객게

시판,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비자 리뷰 등 다양

하고, 도메인 별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김보영 et al., 2016; 김지숙 and 권혁기, 

2016; 황인호 et al., 2012) 

  Chen and Xie (2008)는 온라인 쇼핑몰을 방

문하는 절반 이상의 고객들이 온라인 제품 리뷰

를 읽어 본다고 밝히고 있으며, Chevalier and 

Mayzlin (2006)는 해외 온라인 서점에서의 연

구사례에서 온라인 리뷰의 개선이 도서 매출액

을 증가 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외에도 

Chatterjee (2001)는 이미 결정한 제품이나 브랜

드의 소매점 평가와 사용 의도에 대한 부정적인 

리뷰의 효과에 대한 수행하였으며 연구 결과 부

정적인 구전이 신뢰도나 구매의도에 더욱 영향

을 주고, 가격에 의해 무명 브랜드 쇼핑몰을 선

호하는 소비자의 경우가 부정적 리뷰에 더 민감

하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사용자 리뷰에서 오

피니언 극성을 통한 감성상태-긍정 또는 부정-

을 도출하는 감성분석 연구(LOU and YAO, 

2006; Piao et al., 2007)부터 트위터 데이터에서 

토픽모델링을 사용하여 기간별 이슈를 추출하

고 시각화하는 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있다 (배

정환 et al., 2014). 

  그러나, 온라인 구전효과와 관련된 지금까지

의 연구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과 같은 소셜미디

어 보다는 상품 또는 영화 리뷰와 같은 리뷰 데

이터에 대해 집중하고 있으며, 리뷰 내용에 대

한 소비자 태도를 감성 분석을 통해 긍정 또는 

부정으로 분류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

라서, 본 연구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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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

하고자 한다.  

  인터넷 커뮤니티 혹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

한 정의는 다양하다.  Barksdale (1998)은 공통

된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들의 집합체로, 

Farrior et al. (1999)은 공통된 주제나 관심사에 

대해 가상공간에서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공통 

장소를 공유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가상공간에

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인터넷

상에서 공통의 관심사나 경험을 토대로 유·무형

의 정보를 교환 및 공유하기 위해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관계라는 정의가 존재한다

(황숙영, 2011).

  인터넷 커뮤니티는 90년대 초반부터 이론적

인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그 특징에 대해서 

Jones (1997)는 다 대 다의 의사소통, 회원제, 가

상공간 안의 공통 장소, 일정 수준 이상의 상호 

작용 등을 제시하였으며, 백승록 (2005)의 경우 

온라인 또는 사이버 공간, 의견의 교환 또는 공

유, 사람들 사이의 다양한 네트워크, 지속적인 

관계 유지, 공통된 목적이나 동기 또는 관심과 

같은 특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특징을 지닌 인터넷 커뮤니티는 자발

적인 참여를 통한 컨텐츠 생산과 상호작용이 일

어난다. 이로 인해 온라인 구전의 전파처로써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Okleshen and 

Grossbart (1998)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커

뮤니티 내부 소통을 통해 제품에 대한 지식 및 

가치표현, 시장지식 등의 실용적인 정보를 획득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송용태 (2008)는 같은 가

치관이나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회적 그룹, 즉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온라인 구전이 적극적으

로 나타남을 증명하였다. 또한 이은영 (2004b)

은 커뮤니티 및 사이트 특성이 온라인 구전의 

확산 및 수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를 수

행했는데 그 결과 온라인 구전의 확산에는 사이

트의 유용성이, 수용에는 사이트의 접근성과 커

뮤니티의 상호 작용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하였고 커뮤니티의 소속감에 따라 온라인 구전

의 확산과 수용 모두 유의한 영향이 있다는 것

을 밝혀내었다.

  인터넷 커뮤니티는 그 특성 상 부정적인 온라

인 구전 역시 생산 및 확산이 빠르다. 실제로 

2013년도에 일어났었던 N 사의 비도덕적 행동

에 대한 정보가 빠르게 확산 되었던 것은 인터

넷 커뮤니티와 SNS의 역할이 컸으며, 이에 ‘갑

질 기업’이라는 이미지 생산과 함께 불매운동도 

벌어졌다. 그 결과 N사는 불매운동을 포함한 대

내외적 악재로 인해 30년 이상 지켜왔었던 점

유율 1위의 자리를 타 기업에 넘겨줘야 했으며 

지금까지 해당 기업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가 지

속되고 있다. 이는 비단 N 사 뿐만 아니라 ‘왕따 

논란’으로 인하여 해당 가수가 광고 모델로 나

오는 제품과 앨범 등에 대한 불매 운동을 전개하

여 인기 아이돌 그룹에서 추락한 가수의 사례나 

2008년 신문불매운동의 일환으로 대상 신문의 

광고주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불매하거나 항의 

전화를 독려하는 등의 사례 등을 보면, 부정적인 

구전의 확산 및 재생산이 이뤄지는 장소는 인터

넷 커뮤니티 및 SNS인 경우가 많았으며 그 파급

력과 속도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2.2 브랜드 이미지와 도플갱어 브랜드 이

미지

  브랜드는 소유주를 나타내는 표시의 기능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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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닌 그 제품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효과적으

로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브랜드 

이미지는 이러한 브랜드에 대해 소비자가 가지

고 있는 전체적인 인상을 의미한다. 브랜드 이

미지의 정의는 “대중이 브랜드를 연상하는 모

든 것(everything the people associate with the 

brand)”(Newman, 1957), “모든 인상들의 총합

(the sum of the total impressions)”(Herzog, 

1963) 등이 존재한다. 이 외에도 Keller (1993)

는 소비자의 기억 속에서 브랜드 연상에 반영되

는 브랜드에 관한 인식으로 정의하였으며, 브랜

드 연상은 브랜드 속성, 태도 그리고 이익 등의 

유형으로 나뉘며 서로 다른 브랜드 연상의 유형

은 브랜드 이미지를 구성하는 것이라 하였고, 

Kotler (1997)는 상표 또는 브랜드에 관한 소비

자의 주관적인 의미라고 정의하였다.

  브랜드 이미지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브랜드 

태도에 브랜드 이미지가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

구(Richard and Allaway, 1993; 이세규, 2010)와 

브랜드 이미지가 브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한 연구(손수진 et al., 2005; 안길상, 1993) 

등이 있다. 이 외에도 김동균 (2010)은 대형 승

용차에 대한 제품속성과 브랜드 이미지가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브랜드의 상징적 이미지는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기능적 이미지는 유

의하지 않은 것을 밝혀내었다. 또한 이윤재 et 

al. (2013)은 온라인 소비자 불매운동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해 연구하였고, 그에 따

른 결과로 지각한 악의성과 자기익명성이 불매

운동 의도에, 그리고 불매운동 의도가 브랜드 

이미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내었다.

  최근 기업에서의 마케팅은 감정적 브랜드 마

케팅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감정적 브랜드 마

케팅은 고객과 브랜드간의 지속적인 깊은 정서

적 결합을 구축하는 소비자 중심의 관계적, 스

토리 중심적인 접근방식으로써 소비자에게서 

이유를 초월한 충성을 얻게 된다(Roberts 2005). 

도플갱어 브랜드 이미지란 이러한 감정적 브랜

드 마케팅의 잠재적 위협요소로써 기업이 제시

했던 감성적 브랜드 이미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

는 경우, 더 이상 소비자들이 해당 이미지를 수

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에 따른 반발의 행위

로써 나타난다. 도플갱어 브랜드 이미지는 뉴스

나 엔터테인먼트에서 블로거나 오피니언 리더, 

그리고 탈자본주의를 원하는 안티브랜드(anti- 

brand) 활동가들로 조직된 소비자 네트워크에 

의한 대중문화에서 유통되는 비판적인 이미지

나 스토리를 의미한다(Thompson et al., 2006).

  이렇게 소비자 네트워크에서 생성된 이미지

는 온라인 구전을 통하여 전파됨으로써 그 영향

력이 더욱 증대되고, 이는 브랜드 이미지 자체

를 부정적으로 만들게 된다. 이러한 부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는 부정적인 브랜드 태도를 이끌

어내며(Fishbein and Ajzen, 1975; Lutz et al., 

1983), 부정적인 브랜드태도는 결국 브랜드 충

성도 및 브랜드 회피에 영향을 주게 된다(Khan 

and Lee, 2014; 안광호 et al., 2009). 

Krishnamurthy and Kucuk (2009)는 도플갱어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안티브랜드 사이

트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 브랜드 가치의 영향을 

조사하여, 견고한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안티브랜드 사이트를 가질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을 발견하였고, 안티브랜드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Jean 

(2011)의 경우, 경쟁사의 광고를 부정적인 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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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로 패러디 한 패러디 광고의 영향을 연구하

였다.

2.3 부정적 사건과 기업의 회복 노력

  Metts (1994)에 따르면 ‘부정적 사건

(transgression)’은 소비자−브랜드 관계에서의 

성과나 그 관계를 평가하는 명시적, 암묵적인 

규칙의 위반을 말한다. 브랜드 분야의 관점에서

는 부정적 사건을 제품이나 브랜드 위기(crisis)

로 주로 다루고 있는데, 전성률 et al. (2009)에 

따르면 브랜드 위기란 브랜드에 대한 부정적 사

건이 브랜드 자산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경우라 

하였으며, 이는 부정적 정보의 확산으로 인해 

브랜드 가치가 손상을 입게 되는 제품 위기의 

확장된 개념이다(Dawar and Lei, 2009). 

  이러한 부정적 사건은 소비자−브랜드 관계

가 형성되고 그에 따른 브랜드 태도가 확립되어 

서로간의 상호 교류가 일어나게 되면 발생할 수 

있을 확률이 더 높아진다(Grayson and Ambler, 

1999). 기업의 부정적 사건이 발생한다면 소비

자들은 기업이 관계 유지를 위한 규칙이나 규범

을 지키기 위한 기업의 의도를 의심하게 되며 

이는 제품이나 브랜드의 품질에 대한 인식이 낮

아지게 된다(Boon and Holmes, 1999). 그리고 

소비자들은 기업의 대응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다(Dawar and Pillutla, 2000). 이와 같은 소비

자들의 관심으로 인해 기업에서는 부정적 사건

에 대한 적절한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비

자가 입은 손실을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

며(Grönroos, 1988), 사건의 영향력을 최소화 

하거나 사건의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위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Dawar and Pillutla, 2000). 위기관리란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건들의 불안 요인과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능동적 대처가 가능하도

록 하는 전략적 계획을 말한다(Kathleen, 1996).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적절한 이

미지 회복 전략 및 위기관리 전략에 관한 다양

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Coombs, 1999; 

Coombs, 1998; 이의연, 2002). 그 중 이의연 

(2002)은 기업-대중 사이의 관계성에 초점을 맞

춰 기업 위기관리 전략에 따른 소비자의 태도 

변화를 연구하였고, 그 결과 기업에 대해 적대

적인 사람들이 호의적인 사람들보다 위기 상황

을 더 심각하게 분석하였으며 위기 상황의 책임

을 더 기업에게 묻는 것을 발견하였고, 그에 따

른 기업의 대응전략이 개선행위나 사과행위가 

아닌 경우 두 집단이 기업 대응의 진실성과 대

응 전략 범위의 수용 정도에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2.4 점화효과

  점화효과란 Fiske and Taylor (1991)에 의하

면 사전 정보로 인한 맥락이 새로운 정보가 주

어질 때 그에 대한 해석 및 복구에 영향을 미치

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전에 습득한 정

보에 따라 특정 개념이 생성되면 선행 정보와 

관련이 없는 정보가 입력되더라도 점화된 개념

의 의미로 해석하는 현상을 말한다(홍성태, 

1992). 이는 새로 들어온 정보를 평가하기 전에 

평가자가 노출된 정보에 따라 정보의 해석이 달

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사

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새로운 정보를 얻을 때 마

다 비슷한 것끼리 범주화되어 저장한다. 덧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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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균 (1999)에 따르면 점화효과를 통해 새로

운 정보 해석에 높은 접근 가능성을 지닌 개념

을 적용할 때 적극적인 점화효과는 적극적인 영

향을, 부정적 점화효과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고 하였다.

  점화효과는 여러 분야에서 연구되었다. 인지

심리학 분야 연구에서는 특정 단어 또는 단어군

을 노출시킨 후 이어서 제시되는 새로운 단어를 

특정 기준으로 분류시켰다. 해당 실험의 결과를 

보면 선행 노출된 단어나 단어군과 이어서 제시

되는 새로운 단어의 의미가 관련된 것일 때 분

류를 보다 빠르고 쉽게 수행했다고 나타났다

(Higgins et al., 1977). 소비자 행동 분야에서도 

점화효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주로 

광고에 대한 점화효과 연구를 수행하였다

(Schmitt, 1994; Yi, 1993; 안정태, 2004). 강동

균(1999)의 연구에 따르면 점화효과는 소비자

의 광고 태도, 브랜드 평가, 구매 의도에도 영향

을 미치며 광고 배경을 통해서도 나타난다고 하

였다.

2.5 감성분석

  1990년대 말부터 연구가 시작되어 2000년대 

이후 많은 관심을 받게 된 감성 분석은 

“Sentiment analysis”라고 알려져 있으며 “정서 

분석”과도 같은 의미로 쓰인다(Argamon et al., 

1998; Thelwall et al., 2011). 감성 분석은 텍스

트로 이루어진 데이터에서 긍정, 부정의 감성을 

분류하거나 글의 작성자가 의견을 표현하는 객

체를 추출하는데 사용되어 왔으며(Lerner and 

Keltner, 2000; Zhuang et al., 2006), 이후 단순

히 긍정, 부정의 분류만이 아니라 보다 세분화

된 감정을 분석하는 “감정 분석” 연구가 늘어나

고 있는 추세이다(사공원 et al., 2016; Bollen et 

al., 2011; Thelwall et al., 2011). 감성분석을 하

는 방법은 사전기반 감성분석과 머신러닝을 이

용한 감성분석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며, 그 

중 사전기반 감성분석은 긍정 또는 부정 단어의 

집합을 미리 분류하여 감정사전을 구축한 후 분

석을 수행할 데이터에 해당 감성단어의 출현 유

무나 회귀계수를 바탕으로 감정값을 도출하는 

방식이다(임좌상 and 김진만, 2014). 

2.6 토픽 모델링과 토픽 트렌드

  Blei et al. (2010)은 토픽은 단어들에 의한 확

률 분포로 정의했다. 토픽모델링이란 주제들의 

확률적 혼합체인 문헌에서 숨겨져 있는 주제들

을 찾는 통계적 추론 기법이다. 그 중 LDA 

(Latent Dirichlet Allocation)는 현재 가장 대표

적으로 활용되는 토픽모델링 분석기법이며 특

정 단어가 토픽에 포함될 확률과 토픽 별 비율, 

그리고 주요 토픽 등을 알아 낼 수 있다 (Teh 

et al., 2006). 

  LDA는 최근 온라인 리뷰 연구들에서 활용되

고 있는데, Chevalier and Mayzlin (2006)은 

LDA를 이용하여 온라인 도서 리뷰들의 토픽을 

찾아내는 연구를 수행하였고, Lukins et al. 

(2010)은 LDA기법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의 

결함위치를 찾아내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채승훈 et al. (2015)의 연구

에서 LDA를 사용하여 모바일 소셜커머스와 오

픈 마켓 사용자 리뷰에서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

된 편리성 토픽으로 분류를 하였다.

  토픽트렌드는 전체문서의 토픽에서 기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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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에 대해 평균값을 계산하여 그 분포를 살펴

보는 방법이다. 박상언(2015)은 특정한 TV드라

마에 대해 SNS상에서 언급되는 주제를 파악하

고, 해당 주제와 드라마의 시청률이 시간에 따

라 변화하는 것에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

기 위해, 드라마의 전체 방영일 동안의 전체 토

픽과 각 방영일 별 토픽의 비율 변화를 통해 이

를 추출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사용한 수식은 

<그림 1>과 같다. 해당 수식은 방영일 동안 전

체 문서의 토픽 분포를 모두 합한 뒤 방영일 동

안의 총 문서 수로 나누어 해당 날짜의 토픽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출현하였는지를 구하는 방

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Topic Trend 수식

Ⅲ. 연구 방법

3.1 연구 주제

3.1.1 도플갱어 브랜드 이미지 생성 및 확산

  인터넷 커뮤니티는 특정 목적을 위해 활동을 

하는 소비자 게시판이나 인터넷 뉴스 댓글과는 

달리 콘텐츠를 소비하고 생산하는 것 자체가 목

적이며 그에 따라 자체적인 문화가 생성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적당한 가격에 음식의 질이나 

종류, 양이 많아 인기를 끌었던 도시락의 광고 

모델의 이름을 따 가격대비 품질이 좋다는 의미

를 “혜자롭다”나 “혜자”라는 말로 대신하는 일 

등이 존재한다. 반면, 앞서 말했던 ‘창렬’이나 

‘왕따돌’, ‘갑질 기업’ 및 ‘땅콩 항공’, “흉기차”

와 같이 단순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닌 특징을 

가진 브랜드 이미지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생성

되고 확산되기도 한다.

  이러한 부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는 커뮤니티

에서 구성원이 자기가 겪거나 본 부당한 사례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상호작용으로 

인해 생성 및 확산된다. 부정적 사건은 브랜드-

소비자 관계와 브랜드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이희정 and 강명수, 2013) 이로 인해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자신이 소속된 커뮤니티

에 제보를 하게 되며, 이와 같은 부정적 사건의 

제보(부정적인 구전)가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공감을 사게 될 때 피해자에 대한 연민과 가해

자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증가 시키게 된다(장

정헌 and 김선호, 2014). 위와 같은 과정에서 소

비자들은 온라인 구전에 의해 영향을 받아 부정

적인 브랜드 태도를 가지게 되고, 그 정도가 심

화되면 부정적 속성의 브랜드 이미지를 생성 및 

확산 시킬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도플갱어 브랜드 이미지

는 고객과 브랜드간의 지속적인 깊은 정서적 결

합을 구축하는 감정적 브랜드 마케팅의 잠재적 

위협요소로써 기업이 제시했던 감성적 브랜드 

이미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을 때 그에 따른 반발의 

행위로써 나타난다. 이로 인해 기업-대중 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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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소비자

의 브랜드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즉 

브랜드 자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브랜드 

위기라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주제를 제시하였다.

  연구주제 1: 도플갱어 브랜드 이미지와 소비

자의 부정적인 브랜드 태도는 유의미한 상관관

계를 가질 것이다.

3.1.2 도플갱어 브랜드 이미지와 부정적 사

건에 따른 소비자의 태도

  앞선 이론적 고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정

적 사건이란 브랜드-소비자 관계에서의 성과나 

그 관계를 평가하는 명시적, 암묵적인 규칙의 

위반을 말한다(Metts, 1994). 이러한 기업에 대

한 부정적 사건이 발생한다면 소비자들의 제품

이나 브랜드의 품질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게 된

다(Boon and Holmes, 1999). 이 때 소비자들은 

부정적 사건이 발생 했을 때 기업의 대응에 대

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된다(Dawar and Pillutla, 

2000). 하지만 이의연 (2002)의 연구 결과에 따

르면 기업과 소비자 관계가 적대적일 경우 부정

적인 사건에 대해 더욱 심각하게 받아 들였으며 

그 책임을 더욱 기업에 묻는 것을 확인하였고, 

대응전략이 개선 및 사과 행위가 아닐 경우 덜 

수용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

를 참고하면 기업과 소비자 관계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도플갱어 브랜드는 소비자의 기업의 대

응 전략을 수용 할 수 있는 정도에 일정부분 영

향을 보일 것이라 판단된다. 이와 같은 선행연

구들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주제를 제시하

였다.

  연구주제 2: 도플갱어 브랜드 이미지 확산 시

점 이후 기업의 대응에 따른 소비자의 태도 변

화는 무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3.1.3 도플갱어 브랜드 이미지와 점화효과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점화효과란 

새로운 정보를 습득 할 때 정보의 해석에 사전 

정보로 인한 맥락이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새로운 정보를 얻을 때 사

람에게 내재된 정보 처리 과정에서 비슷한 개념

들을 범주화시켜 저장한다. 덧붙여 강동균

(1999)은 점화효과를 통한 새로운 정보 해석에 

가장 접근성이 높은 개념을 적용할 때 부정적인 

점화효과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Higgins et al. (1977)이 수행한 실험 결과

를 보면 선행 노출된 단어 또는 단어 군과 새로

운 단어의 의미가 관련된 것일 때 분류를 보다 

빠르고 쉽게 수행했다고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주제를 제시

하였다.

  연구주제 3: 부정적인 사건은 도플갱어 브랜

드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부정적인 점화효과를 

유발할 것이다.

3.2 연구 절차 및 방법

  앞서 제시한 연구주제들을 검증하기 위한 본 

연구의 연구 과정 및 방법은 <그림 2>와 같다. 

먼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위해 전처리를 수

행한다. 다음, KOSAC(Korean Sentiment 

Analysis Corpus) (김문형 et al. 2013)을 사용하

여 감성분석을 수행하고, LDA 토픽모델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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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사용하여 텍스트 분석을 실시한다. 그런 

후, 토픽모델링 결과를 사용하여 토픽트렌드를 

추출한다. 마지막으로 t검정 및 카이제곱 동질

성 검정, 그리고 반복측정 일원분산분석을 사용

하여 제시한 각 연구주제를 실증 분석하고자 한

다.

3.2.1 자료 수집

  인터넷 커뮤니티에서의 부정적 여론이 소비

자의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최대 중고 자동차 

거래 커뮤니티인 B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데이

터를 수집하였는데, 커뮤니티 선정 사유는 다음

과 같다. 첫째, B 커뮤니티는 자동차에 대해 공

통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유저들이 모인 최대 

규모의 사이트이다. 둘째, 특정 기업이나 자동

차 모델 커뮤니티가 아니라 자동차 자체에 대한 

커뮤니티 사이트이다. 이로 인해 커뮤니티 자체

에서 특정 브랜드나 자동차 모델에 대해 편향적

이지 않고, 커뮤니티 이용자들 간 자유로운 토

론이 진행된다. 셋째, 최대 규모의 활발한 커뮤

니티라는 점에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의 파급

력이 크다. 이는 B커뮤니티에서 ‘흉기차’라는 

도플갱어 브랜드 이미지의 기원을 만들었다는 

점, 그리고 A사에서도 자사의 브랜드 이미지의 

개선을 위해 여타의 많은 커뮤니티를 제외하고 

B 커뮤니티만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B커뮤니티를 대상으로 A사에 대한 정보를 

전수로 수집하기 위하여, A사를 나타내는 여덟 

종류의 검색 키워드를 바탕으로 전체 검색을 수

행하였다. 이 후 오픈소스 프로그래밍 언어인 R

을 사용하여 현재까지 살펴볼 수 있는 모든 페

이지들의 글 제목, 작성자, 날짜 및 시간, 추천 

수, 글의 내용 및 페이지 링크 URL을 크롤링하

여 수집하였다. 데이터는 A사에 대하여 처음 언

급된 2003년 4월 24일을 기점으로 2016년 6월 

5일까지 수집되었으며, 수집된 데이터 중 날짜, 

<그림 2> 연구 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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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글 내용이 추후 분석에서 사용되었다.

  또한 부정적 사건에 대해 기업이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을 때 이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조사하

기 위하여 A사가 소비자를 직접 대응하는 채널

인 A사 공식블로그를 선정하였다. A사 블로그 

중 “오해와 진실”이라는 게시판으로부터 A사 

측의 게시글에 달린 댓글을 수집하였다. 수집한 

내용은 작성자, 작성 날짜, 댓글의 내용을 수집

하였으며 실제 분석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는 댓

글의 내용만을 사용하였다. <그림 3>은 실제 수

집된 데이터를 나타내는 예시이다.

3.2.2 데이터 전처리

  본 연구의 데이터 전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

다. 먼저 연구를 위해 수집된 데이터의 중복을 

피하고자 페이지 링크 URL을 기준으로 중복된 

데이터를 제거하였다. 이후 데이터 수집 당시 

이미 삭제된 글 또한 제거하였다. 이렇게 수집

한 최종 데이터에서 토픽모델링을 수행 할 때 

필요한 명사와 형용사, 동사 및 외국어만 추출

하기 위해 오픈소스 프로그래밍 언어인 python

을 통해 ‘꼬꼬마 세종 형태소 분석기’(강미영 et 

al., 2006; 심광섭, 2007; 심광섭 and 양재형, 

2004)를 사용하여 모든 글에 형태소 분석을 수

행하였다. 이 때, 수집된 글에서 HTML 태그나 

자바스크립트 코드, URL, 이메일 주소 및 여러 

번 중복된 한 단어 단위의 글들을 제거 및 축소

한 후 형태소 분석을 수행하였다.

3.2.3 텍스트 분석

  데이터 전처리를 수행 후 전체 게시글의 주요 

토픽과 각 토픽들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을 알아

<그림 3> 수집된 데이터 시(커뮤니티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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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위하여 명사와 형용사, 동사 및 외국어 단

어만 추출하여 LDA 토픽모델링을 수행하였다. 

총 10, 15, 20개의 토픽을 분류하여 그 중 각각 

상위 10, 20, 30 개의 단어를 보고 가장 적합하

다고 판단되는 결과를 선택하였다. 이후 추출된 

토픽들을 가지고 <그림 1>의 수식을 활용하여 

각 문서에서 전체 단어 중에 해당 토픽의 단어

가 출현한 빈도를 나누어 해당 문서에서 각 토

픽의 분포를 구한 후, 연도 별로 평균을 산출한 

연도 별 토픽트렌드를 구하였다. 이와 더불어, 

“흉기차”의 부정적 점화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공식블로그의 댓글을 사용하여 토픽모델링을 

수행하였다.

  또한 인터넷 커뮤니티 유저의 A사에 대한 브

랜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감성 분석을 수행하

였다. 감성분석은 사전기반 감성분석을 수행하

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KOSAC 감성사전을 사

용하였다 (김문형 et al. 2013, 신효필 et al. 

2016). 감성 분석을 위한 척도는 ‘부정 단어 = 

-1’, ‘긍정 단어 = 1’이며, 각 감성에 속하는 단

어가 글에서 출현하는 빈도를 산출하여 나온 감

성 점수의 합계를 구하여 그 값이 음수일 경우 부

정으로, 긍정일 경우 긍정 감성으로 분류하여 글

의 감성을 측정하였다. 감성사전에 속하는 단어

의 선정기준은 신효필 et al. (2016)의 연구 결과에 

따라 긍정, 부정 단어일 확률이 0.5가 넘는 단어를 

선택하고, 중복측정을 피하기 위해 유니그램 

(unigram) 방식으로 감성점수를 부여하였다.

3.2.4 실증 분석

  도플갱어 브랜드 이미지에 따른 소비자의 브

랜드 태도의 변화를 실증 분석하기 위해 도플갱

어 브랜드 이미지가 생성된 시점의 전후로 부정

적인 감성의 글만을 추출하여 전체 글에서 부정

적인 글의 비율에 대해 독립 표본 t검정과 반복

측정 일원분산분석을 통하여 그 차이를 비교해

보았다.

  또한 기업의 대응에 따른 소비자의 브랜드 태

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공식블로그의 각 게시

글마다 달린 댓글의 감성 분석을 수행하여 게시

글 순서 별로 카이제곱 동질성 검정을 수행하였

고, 각 게시글의 댓글 별로 토픽모델링을 수행

하여 점화효과를 측정하였다.

Ⅳ. 연구 결과

4.1 데이터 수집

  B 커뮤니티에서 여덟 종류의 검색 키워드로 

검색된 글들의 결과를 이용, 게시글을 수집하여 

전처리를 수행한 결과 최종적으로 사용한 데이

<표 1> 최종 수집된 데이터의 연도 별 게시  

빈도 (N=94889)

년도 빈도

2005 552

2006 1,858

2007 2,756

2008 6,299

2009 9,961

2010 8,611

2011 13,883

2012 12,579

2013 12,119

2014 9,637

2015 11,396

2016 5,238

계 94,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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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최종 수집된 데이터의 게시  별 게시  

빈도 (N=94889)

게시 빈도

결함/불만/억울 258

교통사고/사건/블박 3,974

국산차게시판 61,487

수입차게시판 764

시사이슈 1,153

시승기/배틀/목격담 11,102

유머게시판 2,283

자유게시판 13,868

계 94,889

터의 수는 총 94,889개이다. 이에 해당 데이터

의 연도 별 게시글의 빈도를 산출하였고, 게시

판 별 글의 빈도를 산출하여 이를 각각 <표 1>

과 <표 2>로 제시하였다. 연도별 게시글의 평균

은 7,907개이고, 표준편차는 4,493개이다. 전체 

게시글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여주는 게시판

은 ‘국산차게시판’과 ‘자유게시판’이며 2010년

을 제외하고 2011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서

서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또한 A사의 대응 이후의 소비자 반응을 알아

보고자 A사 공식블로그의 ‘오해와 진실’게시판

에서 각 게시글들의 댓글을 수집하여 감성분석 

및 토픽모델링을 수행하였다. 각 게시글들의 내

용은 순서대로 부식, 강판 안정성, 강판에 대한 

내 외수 차별, 에어백에 대한 내 외수 차별, 에

어백이며 공식 블로그의 세부내용은 <표 3>에 

나타내었다.

  감성분석에 사용할 감성사전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총 3003개의 단어 중 긍

정단어는 1508개이고 부정단어는 1495개로 대

체적으로 비슷한 비율을 가지고 있다.

<표 4> 감성사  정보

감성사

정단어 1,508 50.22%

부정단어 1,495 49.78%

계 3,003 100.00%

 제목 주요 내용 작성 날짜
댓  
빈도

비율

A사 내수용 & 수출용 강판 차별에 대한 오해와 진실 부식 2015.04.17 206 21.15%

A사는 차체가 약하다? / 초고장력강판에 대한 오해와 

진실
강판 안정성 2015.04.30 49 5.03%

A사는 수입차 보다 초고장력강판을 적게 적용해서 차

체가 약하다?
강판 안정성 2015.05.15 84 8.62%

A사는 수출용 강판의 두께를 내수용보다 두껍게 만든

다?

강판에 대한 

내 외수 차별
2015.06.12 198 20.33%

“A사는 수출용 차량에 더 좋은 에어백을 사용한다?”
에어백에 대한 

내 외수 차별
2015.08.04 332 34.09%

“A사 에어백은 잘 안 터진다?” 에어백 2015.10.02 105 10.78%

계 974 100%

<표 3> A사 공식블로그 데이터의 세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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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도플갱어 브랜드 이미지 생성 시점 

분석

  도플갱어 브랜드 이미지의 영향력을 살펴보

기 위해 먼저 도플갱어 브랜드 이미지의 생성 

시점을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수집한 데이터 

중 도플갱어 브랜드 이미지의 생성 및 확산 시

점을 파악하기 위해 “흉기차”로만 검색한 데이

터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살펴보기로 하였다. 

<표 5>은 연도 별 “흉기차” 검색 글의 빈도를 

나타내었으며, 2009년도에 “흉기차”라는 단어

가 처음으로 생긴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앞

선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브랜드 이

미지란 브랜드를 연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흉기차”라는 단어는 아직 도플갱어 브랜드 이

미지가 아닌 단순한 신조어로 판단하였다. 이후 

2012년에 “흉기차”로 검색된 글의 빈도수가 증

가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다음해인 2013년에 상

승폭이 급격히 증가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빈도분석을 통해 “흉기차”라는 도플

갱어 브랜드 이미지가 된 시점은 2012년으로 

정의하였다.

  위와 같은 결과를 사용하여 연도 별 전체 문

서에서 “흉기차” 관련 글이 출현한 비율을 <그

림 4>로 나타내었다. 데이터 수집 단위를 맞추

기 위해 6월까지 글만 있는 2016년도 데이터는 

제외되었다. 해당 결과는 <그림 5>에서 표시된 

구글 트렌드의 결과와 유사하다. 구글 트렌드 

역시 “흉기차”라는 검색키워드의 빈도가 2012

년도부터 늘어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5> 연도 별 “흉기차” 검색  빈도

년도 빈도

2009 3

2010 0

2011 8

2012 153

2013 444

2014 477

2015 398

2016 359

계 1,842

<그림 4> 연도 별 체  비 “흉기차” 검색 

 비율 분포

<그림 5> 구  트 드 결과

4.3 연구주제 분석 결과

  도플갱어 브랜드 이미지가 실제로 소비자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감성분석

을 실시 한 후 도플갱어 브랜드 이미지 생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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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전후로 데이터 세트를 분류하였다. 감성분

석의 결과는 긍정적인 글이 57385개, 부정적인 

글이 33350개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의 

<표 6>과 같다. 해당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연

도 별로 긍정적인 글과 부정적인 글의 비율을 

구하였다. 해당 데이터는 <표 7>로 나타내었다. 

  위와 같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도 별 게시글

의 표준편차인 4493개보다 낮은 연도를 제외하

고, 연도 별 긍정과 부정 글의 비율을 <그림 6>

에 나타내었다. 제외되는 연도는 2005, 2006, 

2007, 2016년이다.

<그림 6> 연도 별 정/부정 게시  비율

  <그림 6>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2012년부터 

부정적인 글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3

년과 2013년도에 최고조에 달하며, 2015년도에

는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반면 긍정적

인 글은 2012년도부터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

였으나 2014년도부터 조금씩 상승하는 것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이를 좀 더 세분화 하여 알아

감성 분석 
결과

정 57385 60.48%

립 4154 4.38%

부정 33350 35.14%

계 94889 100.00%

<표 6> B커뮤니티 게시  감성분석 결과

　 정 부정

년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2005 326 59.06% 205 37.14%

2006 1,165 62.70% 620 33.37%

2007 1,878 68.14% 803 29.14%

2008 4,720 74.93% 1,458 23.15%

2009 6,696 67.22% 2,937 29.48%

2010 5,657 65.70% 2,662 30.91%

2011 8,948 64.45% 4,432 31.92%

2012 7,288 57.94% 4,719 37.51%

2013 6,275 51.78% 5,048 41.65%

2014 5,105 52.97% 4,011 41.62%

2015 6,550 57.48% 4,275 37.51%

2016 2,777 53.02% 2,180 41.62%

계 57,385 　 33,350 　

<표 7> 연도 별 정/부정 의 빈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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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자 월별로 감성의 변화를 <그림 7>로 나타

내었다. 

<그림 7> 월별 정/부정 게시  비율

  <그림 7>을 살펴보면 2011년도에 전반적으

로 부정적인 글이 감소하였다가 2012년도부터 

증가하여 2014년도에는 긍정적인 글보다 부정

적인 글이 더 많이 나타난 시기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2015년도를 살펴보면 12월부

터 다시 상승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는 

2015년부터 A사가 적극적으로 부정적인 온라

인 구전에 대응을 하였으며, 2015년 말에 A사에

서 B커뮤니티 이용자들을 초대하여 간담회를 

열었던 것이 어느 정도 주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4.3.1 도플갱어 브랜드 이미지와 소비자 태

도와의 관계

  앞서 언급한 전체 문서에서 부정적인 글이 작

성된 비율을 구하여 독립 표본 t검정을 사용하

여 평균값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2012년에 도

플갱어 브랜드 이미지가 생성되었다고 정의하

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 2012년부터 2015

년까지 그 시점을 나누어 t검정을 수행한 결과

로는 t 값이 -25.317, p값은 2.2e-16보다 작아 유

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도플갱어 브랜드 

이미지 생성 이전 기간 부정감성의 글의 일별 

비율의 평균은 0.294, 이후 기간 부정감성의 글

의 일별 비율의 평균은 0.4015로 도플갱어 브랜

드 이미지 생성 이후가 부정적인 글들이 더 많

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추가적인 연구로 각 연도 별 감성변화가 

유의미한지 확인하기 위해 반복측정 일원분산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8>에서 확인한 구형성 

검정에서 유의확률이 0.006으로 구형성 가정이 

충족되지 않음을 확인되었다. 하지만 

Greenhouse-Geisser 또는 Huynh-Feldt 통계량

에 의해 수정된 유의확률이 0.000수준으로 이

후 살펴본 결과가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는 <표 9>로 나타내었다. 따라서 상기의 가정을 

만족하여 반복측정 일원분석의 결과가 유의미

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개체 간 대비 검정을 

통하여 각 연도 별 감성점수의 차이가 유의미한

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2009, 2010년 및 

2010, 2011년, 그리고 2013, 2014년의 감성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으며 2011, 2012년과 2012, 

2013년의 각 연도 간 감성의 차이는 유의한 것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표 10>로 나타내

개체-내   
효과

Mauchly의 
W

근사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 확률

엡실런b

Greenhouse
-Geisser

Huynh-Feldt 하한값

년도 .002 50.820 27 .006 .313 .394 .143

<표 8> Mauchly의 구형성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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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상기의 결과를 살펴보면 도플갱어 브랜드 

이미지가 생성된 시점인 2012년을 기준으로 각 

연도마다 감성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난다.

개체-내 효과 검정

소스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부분 에타 
제곱

년도

구형성 가정 .404 7 .058 35.651 .000 .764

Greenhouse-

Geisser
.404 2.190 .185 35.651 .000 .764

Huynh-Feldt .404 2.756 .147 35.651 .000 .764

하한값 .404 1.000 .404 35.651 .000 .764

오차

(년도)

구형성 가정 .125 77 .002

Greenhouse-

Geisser
.125 24.089 .005

Huynh-Feldt .125 30.313 .004

하한값 .125 11.000 .011

<표 9> Greenhouse-Geisser  Huynh-Feldt 통계량

소스 년도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부분 에타 
제곱

년도

08 - 09년 .035 1 .035 31.764 .000 .743

09 - 10년 .000 1 .000 .051 .826 .005

10 - 11년 .019 1 .019 2.125 .173 .162

11 - 12년 .041 1 .041 13.684 .004 .554

12 - 13년 .020 1 .020 11.259 .006 .506

13 - 14년 2.682E-005 1 2.682E-005 .016 .902 .001

14 - 15년 .023 1 .023 16.991 .002 .607

오차

(년도)

08 - 09년 .012 11 .001

09 - 10년 .080 11 .007

10 - 11년 .099 11 .009

11 - 12년 .033 11 .003

12 - 13년 .020 11 .002

13 - 14년 .019 11 .002

14 - 15년 .015 11 .001

<표 10> 개체-내 비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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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기업의 대응과 소비자 태도와의 관계

  A사가 이러한 도플갱어 브랜드 이미지에 대

해 본격적으로 대응을 하기 시작한 것은 2015

년부터이다. 2015년 4월부터 A사의 공식블로

그에서 오해와 진실이라는 게시판에서 소비자

들이 평소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항목에 대해 

해명을 하였으며, 별도로 사람들을 초대하여 공

개 충돌 테스트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의 부정적 구전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2015년 12월에는 B커뮤니

티 구성원들을 초대하여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한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공식

블로그 게시글의 댓글을 이용하여 감성분석을 

통해 소비자의 태도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공식블로그의 각 게시글의 댓글의 감성은 다음

의 <표 11>과 같다.

  해당 데이터를 살펴보면, 두 번째 글에서부터 

긍정적인 댓글이 부정적인 댓글보다 많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4번째 글부터 다

시 비슷한 수준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

다. 하지만 해당 데이터를 사용하여 각 게시글 

별로 카이제곱 동질성 검정을 수행한 결과에서 

카이제곱 값이 6.7491이고 df가 5, p값이 0.24보

다 작은 것을 보아 유의하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A사의 대응의 효과에 도플갱어 브

랜드 이미지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된

다.

4.3.3 토픽모델링과 토픽트렌드를 통한 게시

글의 주제 변화 추적

  본 연구는 A사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에 관한 

연구로 A사에 대한 게시글의 주제를 알아보고

자 토픽모델링을 수행하였다. 추출한 토픽의 개

수는 각각 10, 15, 20개 이며 각 토픽의 개수당 

상위 단어를 각각 10, 20, 30개씩 추출하여 비교

한 후, 그 중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된 15개의 

토픽과 30개의 상위 단어로 된 결과를 <표 12>

에 나타내었다. 

  토픽모델링의 결과를 살펴보면 A사의 브랜

드에 부정적인 것으로 추정되는 토픽들은 각각 

‘급발진, 리콜, 연비’ 와 ‘강판, 에어백, 차체부

식’, 그리고 ‘내 외수 차별’ 및 ‘A사 노조’, 그리

고 ‘사고 및 정비’이며 전체 문서에서 해당 토픽

이 출현한 비율은 약 34.9퍼센트였다. 부정적인 

주제로 분류되지 않는 토픽들은 ‘점유율 및 판

매량’, ‘세부사양’, ‘차의 성능’, ‘중고차 문의’, 

‘이벤트’, ‘차에 대한 느낌’, ‘사고 및 정비’, ‘승

차감’이며 출현 비율은 약 53퍼센트이며 기타 

　 체 리뷰 정 부정

1 203 84 100

2 49 25 15

3 83 45 31

4 197 96 96

5 331 147 153

6 104 47 51

 <표 11> 공식블로그의 정/부정 댓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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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이미지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토픽

이 약 12.6퍼센트를 차지하였다.

  위의 토픽모델링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 토픽

들의 연도 별 토픽 트렌드를 구한 후, 이를 김형

석 et al. (2016)의 연구 방법 중 핫 토픽과 쿨 

토픽 방식을 적용하여 시간 흐름에 따라 등장비

율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토픽

을 핫 토픽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토픽을 쿨 토픽으로 분류하여 나타내었

다. 이에 ‘급발진, 리콜, 연비’, ‘차에 대한 느낌’, 

‘사고, 정비, 사업소’는 핫 토픽으로 분류되었

고, ‘A사 노조’, ‘점유율, 판매량’, ‘세부사양’, 

‘이벤트’, ‘승차감’, ‘차 성능’, ‘중고차 문의’는 

쿨 토픽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그림 8>과 <그

림 9>과 같다. 

<표 12> 체 게시  LDA토픽모델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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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과 <그림9>에서 토픽 비율의 증가나 

감소폭은 서로 다르지만 ‘급발진, 리콜, 에어백’

의 토픽과 ‘사고, 정비, 사업소’에 관한 토픽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A사 노조에 대한 토픽

을 제외한 구매의사나 정보교환의 글은 감소하

는 추세를 보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후 기업의 대응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조

사하기 위해 A사 공식블로그에서  부식을 주제

<그림 9> 쿨 토픽트 드

<그림 8> 핫 토픽트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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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한 게시글의 댓글에 대한 토픽모델링 결과는 

<표 13>과 같다. 추출 방식은 B커뮤니티 게시

글의 경우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최종적

으로 10개의 토픽에서 상위 30개의 단어가 추

출된 것을 선택하였다.

  해당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토픽들에 부정적

인 단어가 출현한 것을 확인하였다. 그 중 가장 

많이 출현하는 토픽은 내 외수 차별에 관한 토

픽과 ‘핑계, 잡소리, 변명, 거짓말’ 등의 단어로 

이루어진 A사의 대응에 대한 불만 토픽들이 주

로 추출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첫 

번째 A사의 게시글은 부식과 강판에 관련된 내

용임에도 불구하고 에어백과 브레이크, 흉기 등

의 단어가 출현한 것은 부정적인 점화효과로 판

단된다.

Ⅴ. 결 론

5.1 결과 및 토의

  본 연구는 부정적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영향

력을 살펴보기 위해 실제 국내 최대 자동차 커

뮤니티를 대상으로 2005년부터 2016년도까지 

<표 13> A사 공식블로그 댓  토픽모델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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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수집하여 도플갱어 브랜드 이미지가 

소비자의 브랜드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지 여부와 그에 따른 기업의 대응이 브랜드 태

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부정적 

사건이 도플갱어 브랜드 이미지나 다른 부정적 

사건을 연상시키는 부정적 점화효과를 유발시

키는 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도플갱어 브랜드 이미지와 브랜드 태

도와의 관계는 <연구주제 1>에 의하여 도플갱

어 브랜드 이미지가 생성된 이후 부정적인 글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부정적 사건에 의해 도플갱어 브랜드 이

미지가 생성되었고, 그 이후 더욱 부정적인 태

도를 보인다는 것은 확인 할 수 있었지만 그 외

의 외적 요인들을 통제하지 못함으로 인해 상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인과관계가 있다고

는 할 수 없다. 

  두 번째로 기업의 대응과 브랜드 태도와의 관

계에 대한 연구주제 2의 결과는 A사 공식 블로

그 댓글의 경우 긍정/부정에 대한 카이제곱 동

질성 검정 결과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B커뮤니티의 글의 감성을 보면 이전과 

비교하여 2015년도에 부정적인 게시글이 감소

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는데, 이는 ‘B커뮤니티 

간담회’등의 해당 커뮤니티만을 위한 A사의 수

용적인 대응에 대한 기대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

다. 

  마지막으로 부정적인 사건은 도플갱어 브랜

드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부정적 점화효과를 유

발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연구주제 3>의 결

과인 공식블로그의 부식을 주제로 한 첫 번째 

게시글의 댓글에서 부식과는 상관이 없는 ‘에어

백’,’브레이크’,’임팩트’,‘흉기’ 등의 단어가 추

출 된 것으로 보아 ‘부식’이라는 부정적인 사건

이 다른 부정적 사건-‘임팩트’, ‘에어백’ 등-과 

도플갱어 브랜드 이미지-‘흉기’-를 연상시키는 

부정적 점화효과를 유발시킨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앞서 말한 Higgins et al. (1977)의 

인지심리학분야 실험의 결과에서처럼 부정적

인 사건이 서로 같은 범주로 취급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강동균 (1999)의 연구의 결과와 

같이 ‘부식’과 관련되어 ‘에어백’, ’임팩트’ 등

의 부정적인 사건과 연관이 있는 단어가 추출되

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비록 A사는 개별브

랜드전략을 수행하는 기업은 아니지만 각 차종

에 대해 발생한 부정적 사건이 기업브랜드에 영

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브랜드 이미지의 점화효

과를 연구한 유재미 (2011)의 연구의 개별브랜

드전략을 사용하는 기업에서 주요 브랜드의 위

기정보가 실험을 통한 점화 효과가 일어났을 경

우 기업브랜드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

라 일반 브랜드의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밝힌 연구결과와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추가적으로 김나라 and 신경식 (2014)의 연

구에서 부정적인 평판의 확산이 긍정적인 평판

보다 더 빠르고 파장이 크다는 결과나 다른 부

정적인 편향에 관한 연구들(Anderson et al., 

2011; Baumeister et al., 2001)에 따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기업이나 제품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시글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

였으나 실제로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시

글이 더 많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토픽모델링

을 수행한 결과를 보면 앞서 언급한 Okleshen 

and Grossbart (1998)의 주장대로 정보 교환에 

대한 글이 더욱 많이 나온 것을 확인 할 수 있었

다.



도플갱어 브랜드 이미지 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 43 -

5.2 연구의 시사점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이론적 기여와 실무적 기여를 다음과 같이 정리

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이론적 기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를 위한 자료가 설문에 의한 방

식이 아닌 국내 최대 규모 자동차 커뮤니티인 

B커뮤니티에서 A사에 대한 게시글에 대해 전

수조사를 실시했다는 점이다. 이는 설문조사를 

통한 연구는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의 발생으로 

인해 거짓된 답변을 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DeMaio, 1984) 측정할 변수들을 위한 질문을 

설정함으로 인하여 결과가 제한될 수 있다

(Coughlan et al., 2009)는 한계점 있는 반면에, 

인터넷 커뮤니티나 리뷰 데이터는 익명성이라

는 특징으로 인하여 더 솔직하고 적극적인 의견

표출이 가능하며 이를 사용하여 다양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한다(Jean Harrison- 

Walker, 2001; 채승훈 et al., 2015). 따라서 인터

넷 커뮤니티의 게시글은 설문지와는 다르게 더

욱 실제 상황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부정적인 구전 효과에 치우쳐진 국내 

연구를 발전시켜 부정적인 구전에 의해 생성되

는 도플갱어 브랜드 이미지(Thompson et al., 

2006)라는 개념을 적용하였다는 점이다. 기업

의 위기를 초래하는 부정적 사건 자체에 대해서 

연구 한 것과는 달리 부정적 사건이 만들어내는 

도플갱어 브랜드 이미지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해당 개념을 소개하였다.

  셋째, 특정 기업 친화적 브랜드 커뮤니티가 

아닌, 대중적인 주제의 커뮤니티의 영향력에 대

해 연구하였다는 점이다. 기존의 경영학 분야에

서 주로 다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관한 연구는 

어떻게 하면 자발적인 브랜드 커뮤니티를 만드

는 가에 중점을 두었던 것과 다르게 본 연구는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영향력 큰 대중적인 인터넷 커뮤

니티를 연구함으로써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

다고 생각한다.

  넷째,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도입하여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브랜드 태도에 관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함으

로써 이 방법론이 향후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분석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본 연구의 실무적 기여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플갱어 브랜드 이미지가 실제로 소비자의 브

랜드 태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혀낸 점이

다. 부정적 구전 자체가 브랜드 태도에 영향을 

주는 많은 기존의 연구가 있지만 이로 인해 생

성된 브랜드 이미지가 소비자의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둘째로는 대중적인 인터넷 커뮤니티가 실제

로 브랜드 이미지나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는 점이다. 기업에서 자사의 브랜드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주류 언론

을 이용하거나 자사의 브랜드 커뮤니티를 구성

하는 데에만 노력을 하였으나, 대중적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자발적으로 부정적인 브랜드 이

미지를 만드는 영향으로 인하여 그 효과가 반감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기업에서 마

케팅이나 위기 대응을 할 때 그 대상으로 대중

적인 인터넷 커뮤니티 역시 고려해야 한다는 점

을 상기시키는 하나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셋째로는 현재 A사의 브랜드 이미지에 대해 

소비자들의 현재 태도를 측정하였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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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내 최대의 자동차 커뮤니티에서 A사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였으므로 다른 설문조사보

다 더욱 현실을 반영한다. 또한 기업의 위기 대

응 정책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 변화를 측정하는 

텍스트마이닝 방법론을 제시하였다고 판단된

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설문 연구와는 다르게 인터

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을 사용하여 감성 

분석과 토픽모델링을 통한 토픽트렌드를 분석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

지고 있다.

5.3 연구의 한계

  첫 번째로, 본 연구에 사용한 데이터는 비록 

국내 최대의 자동차 커뮤니티이지만 한 커뮤니

티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외적 타당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B커뮤니티는 자동

차 커뮤니티로 A사에 대해서 고관여 집단이라

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향후 B커뮤니

티와 비견될 만한 사이즈의 대중적인 커뮤니티

들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외적 타당성을 높이고 

저관여 집단과 비교분석을 하는 등 추가적인 연

구를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두 번째로는 기업의 대응에 대한 소비자의 반

응을 살펴보는 부분에 있어서 주로 사용한 데이

터가 A사의 공식 블로그 오해와 진실 게시판의 

글에 달린 댓글이라는 점이다. 이는 댓글을 작

성한 작성자가 전체 소비자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다.

  세 번째로는 감성사전을 이용하는 방식에 대

한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 감성 분석을 수행 할 

때 단순히 긍정, 부정 사전에 속해있는 단어가 

글에서 출현하는 빈도를 바탕으로 감성을 평가

하기 때문에 실제 사람들이 글을 읽고 느끼는 

감성과 본 연구에서 측정된 감성의 차이가 존재 

할 수도 있다. 향후 도메인에 맞춰 새로운 사전

을 만들어 측정해볼 필요성이 존재한다.

  위와 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많

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Thompson et al. 

(2006)에 따르면 도플갱어 브랜드 이미지는 소

비자 네트워크 안에서 생성 및 확산된다고 하였

으나, 주 생산 층은 안티브랜드 활동가들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커뮤니티 별로 도

플갱어 브랜드 이미지를 사용한 글을 작성한 작

성자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을 실행하면 실

제로 안티브랜드 활동가에 의해 생성되는 경향

이 높은지를 확인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커뮤니티 별 게시글의 출

처정보를 이용하여 네트워크 분석 등을 수행한

다면 온라인 구전이 확산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당 게시글에 출현한 단어

들의 연관성을 네트워크 그래프로 그릴 경우 각 

단어들 간의 관계나 맥락을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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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mpirical Analysis of Doppelgänger Brand Image Effects: 
Focused on the Internet Community

Cho, Hyuk Jun․Kim, Sung Guen․Kang, Ju Young

Recently there have been an increasing number of companies suffering a negative brand image 

in the major media. Thompson et al. (2006) defined this as “Doppelgänger Brand Image.” The images 

mentioned above have been created and propagated on Internet communities, which are one of the 

major paths of online spreading. This study will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 of each Doppelgänger 

brand image on the customer's brand attitude, using a text-mining method focusing on “A company”’s 

case. This study will also cover the change in customer brand attitudes related to the company's 

correspondence in a situation in which the Doppelgänger brand image exists. In addition, the study 

will determine the presence of a priming effect after the spread of the Doppelgänger brand image. 

To that end, we collected 974 comments from 94,889 posts and A's official blogs related to A from 

B community, the largest automobile community site in Korea. Through this investigation, we 

obtain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ratio of negative 

sentiment of internet community before and after Doppelgänger brand image. Second, with regard 

to the topic modeling, the ratio of articles including negative topics increased and the other article 

ratio decreased over time. Finally, we found that there is a priming effect about negative brand image 

of “A company.” 

Keyword: Doppelgänger Brand Image, Internet Community, Text Mining, Sentiment Analysis, 

Topic Modeling, Topic Trend, Electronic Word-Of-Mouth(eWOM), Priming Effect, Brand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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