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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Ⅰ. 서 론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와 같은 소셜 네트

워크 서비스(이하 SNS)는 web 2.0의 확산과 스

마트폰의 보급에 힘입어 급속한 속도로 성장해 

왔다. 글로벌웹인덱스(GlobalWebIndex, 2020)

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 사용자의 약 97%

가 SNS를 이용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SNS를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품 

구매에 대해서도 SNS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응답자의 43%가 SNS를 통해 

제품 정보를 검색한다고 답하였으며, SNS 광고

(27%) 및 추천(24%), 그리고 ‘좋아요’와 ‘코멘

트’ 수(23%)를 제품 구매 시 참고한다고 응답

하였다. 

이에 회사들도 고객 관계 수립 및 제품 홍보 

등의 마케팅 활동에 SNS를 적극 활용하고 있

다(Burson-Marsteller, 2012). 포춘 500대 회사 

중 98%에 달하는 회사가 LinkedIn을 개설하고 

있으며, 회사의 85%가 페이스북 팬페이지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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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고 있다(Barnes and Pavao, 2018). 또한, 

SNS가 효과적인 온라인 구전 마케팅 채널로 

인식되면서, 많은 팬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SNS 사이트인 페이스북의 경

우, 팬페이지에 게시된 게시물에 대해 한 명의 

팬이 ‘좋아요’를 클릭하거나 ‘코멘트’를 게시하

는 경우, 그 팬의 뉴스피드를 통해 평균 34명의 

사람에게 노출된다(Lipsman et al., 2012). 게시

물을 읽은 사용자들이 ‘좋아요’, ‘코멘트’를 클

릭하는 참여가 반복되면, 수많은 페이스북 사용

자에게 게시물이 전달되는 입소문 마케팅이 일

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제까지 많은 연구들이 SNS에서의 구전에 

대해 연구해 왔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SNS를 

통한 구전 마케팅은 브랜드 태도(Lee et al., 

2009), 소비자의 제품 구매(Chevalier and 

Mayzlin, 2006; Goldsmith and Horowitz, 2006; 

Godes and Mayzlin, 2009; 손정민 등, 2014)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

고 SNS에서의 구전이 소비자의 태도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SNS 참여자 간 유대

감(Brown and Reingen, 1987; Wirtz and 

Chew, 2002; Bansal and Voyer, 2000)과 게시

물 작성자에 대한 신뢰도(Nisbet, 2006)가 높을

수록 제품 정보를 구전하는 행동이 활발해진다

는 사실 또한 검증되었다. 

SNS 상에서 심리적 거리가 구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기존의 대중 매체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 

반해, SNS 메시지는 개인적 관계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임지은, 황장선, 

2018). 따라서 소비자들은 SNS 메시지 게시자

를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낄 수 있으며 소비자

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더 일으킬 수 있다(김재

휘 등, 2012). 많은 연구가 SNS 화자와 독자 간 

심리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좋아요’, ‘공유’, 

‘코멘트’ 등을 통한 사용자 참여가 증가하며, 

이를 통한 메시지 전달 즉 구전이 높아진다는 

긍정적인 연구결과를 검증하였다(김재휘 등, 

2013; 신영웅, 조창환, 2014; 김하림, 조창환, 

2014; 심혜령 등, 2018). 반면, 회사의 SNS 광

고 메시지가 개인 영역을 침범하는 것으로 인

식되어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는 의견도 있었다(유지은, 2008; Kelly, 2008). 

이와 같은 선행 연구의 대부분은 연구 방법

으로 설문(김재휘 등, 2013; 신영웅, 조창환, 

2014; 유은아, 김현철, 2014)이나 온라인 실험

(김하림, 조창환, 2014; 심혜령 등, 2018)을 이

용하여 진행되었다. 연구 목적에 적합한 SNS 

메시지를 보여주고 연구 참가자들의 생각과 행

동 의도를 묻는 시나리오 기반 실험 및 설문 방

식으로 연구들이 행해졌다. 실험 연구 방법은 

연구하고자 하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 

변수의 영향을 제어할 수 있는 내적 타당성이 

높은 방법론이다. 하지만 현실에 연구 결과를 

적용할 때 연구 컨텍스트와 동일한 상황을 재

현하기 쉽지 않아 일반화가 어려운 점이 한계

로 꼽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내용분석 방법을 이용하

여 실제 SNS 메시지에 내포된 심리적 거리가 

구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SNS 메시지

를 크롤링하여 수집하고 변수들을 코딩하여 분

석함으로써 실제 SNS 상에서 심리적 거리가 

구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탐색적

으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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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연구에서는 SNS 메시지의 작성 목

적, 즉 메시지 유형에 따라 심리적 거리가 구전

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메시지 

유형 별로 뉴스 메시지의 경우에는 먼 심리적 

거리를 취함으로써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하

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으며, 일상 메시지의 경

우에는 독자와 친근하고 가까운 심리적 거리가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메

시지를 전달하는 목적에 따라 메시지의 내용과 

어조에 있어서 심리적 거리의 적정 수준이 다

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거리

가 구전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메시지 유형이 

이에 대해 미치는 조절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

다.

본 연구는 회사 페이스북 컨텍스트에서 연구

를 진행하였다. 페이스북은 오프라인 상의 지인

들을 대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보의 확

산이 빠르고 강력하다(유은아, 김현철, 2014). 

또한,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해 구전

의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유대감, 신뢰 등 사회적 

관계 형성이 가능하다(신영웅, 조창환, 2014) 

이러한 이유로 페이스북은 SNS 구전 마케팅 

채널로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최윤진 등, 2017), 

본 연구에서도 SNS 독자와의 심리적 거리가 

중요한 전략 요소인 회사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내용분석 방법론을 이용함으로써, 

선행 연구들이 주장한 가까운 심리적 거리의 

긍정적 영향을 실제 데이터로 검증했다는 점에

서 이론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회사들

이 실제 현장에서 SNS 메시지 작성 시 취하고 

있는 메시지 마케팅전략을 살펴보았다는 의미

를 가진다. 회사는 많은 SNS 팬들을 확보하여 

최대한 많은 고객 및 잠재적 고객들에게 메시

지를 많이 노출하는 것이 SNS를 이용한 마케

팅의 목표이다. 본 연구는 효과적인 SNS 메시

지 전략 수립을 위한 심리적 거리의 수준을 알

려주고, 메시지 유형에 맞는 메시지 전략 가이

드를 제공해 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2.1 SNS 구전 마케팅

구전(Word-of-Mouth)은 사람들 간에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로

(Katz and Lazarsfeld 1955; Chatterjee, 2001), 

소비자의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다(Engel et al. 1969; Gilly et al. 1998). 소비자

들은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를 상업적이라 인식

하지만, 제품을 직접 사용해 본 소비자의 정보

는 믿을만한 정보라고 생각한다(Bickart and 

Schindler, 2001). 소비자의 이러한 인식 때문에 

구전 마케팅은 타 마케팅 방식보다 소비자의 

태도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Katz and 

Lazarsfeld, 1955).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온라인에서도 구전 마

케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온라인 구전 

마케팅은 오프라인 구전 마케팅과 달리, 구전 

대상과 범위에 한계가 없다는 특징을 갖는다

(Ratchford et al., 2001; Sun et al., 2006). 또한 

온라인 구전은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의 전자

적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보의 보관이 

가능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빠른 속

도로 정보가 전달된다(성영신 등,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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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ffman and Novak, 1997). 

SNS는 대표적인 온라인 구전 마케팅 채널이

다. SNS는 온라인 상에서 친구, 동료 등 지인과

의 인간관계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인맥을 형성

함으로써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해 주는 서비스로(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표현하

고 다른 사람들과 직접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

이다(장윤정 등, 2013; 조성균, 최천, 2017). 

SNS에서의 참여자 간 소통은 친 감을 높이고 

애착을 형성하여 상호작용을 증대시키고 정보

를 전달하는 구전으로 이어진다(Han et al., 

2015).

이러한 SNS에서의 구전에 대해 많은 연구들

이 있었다. 많은 연구들이 SNS 구전이 제품 및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와 구매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검증하였다. SNS 

구전은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

며(Bruyn and Lilien, 2008), 실제 제품 구매 또

한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Chevalier and 

Mayzlin, 2006; Goldsmith and Horowitz, 2006; 

Godes and Mayzlin, 2009; Kumar and 

Mirchandani, 2012; 손정민 등, 2014). 그리고 

SNS 구전은 브랜드에 대한 태도(Lee et al., 

2009)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

증되었다. SNS 구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커뮤니

케이션 참여자 간 사회적 관계 변수인 유대감

(Brown and Reingen, 1987; Wirtz and Chew, 

2002; Bansal and Voyer, 2000), 동질감(Gilly 

et al., 1998), 상호작용 수준(Chu and Kim, 

2011; 위하, 김경민, 2015), 그리고 상호 간의 

신뢰(Nisbet, 2006)가 높을수록 제품 및 서비스 

정보를 전달하는 구전이 활발해진다는 점이 밝

혀졌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SNS 사이트인 페이

스북 상에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페이스북은 포

춘 100대 회사 중 85%를 포함한 다수의 회사가 

마케팅 채널로 활용하고 있는 SNS이다. 페이스

북은 사용자들의 기존 오프라인 인간 관계를 

온라인으로 확장시킴으로써 참여자들 간 유대

감, 동질감, 신뢰 등이 높다는 특징을 갖는다(김

재휘 등, 2013). 이러한 페이스북의 관계지향적

인 네트워크는 메시지 이면에 숨겨진 상업적 

의도를 낮게 지각하게 하고 정보를 친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구전 의도를 높인다(김재휘 

등, 2013). 본 연구는 SNS 상에서 회사들이 펼

치고 있는 실질적인 구전 마케팅 현황을 분석

하기에 적절한 SNS로 페이스북을 선택하였으

며, 회사 페이스북 팬페이지 메시지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2.2 심리적 거리 

해석수준이론(Construal Level Theory)에서

는 어떤 대상이 심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정도

에 따라 그 대상을 해석하는 수준, 즉 심적 표상

이 체계적으로 변화한다고 한다(Trope, 2004). 

심리적으로 먼 대상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해석 - 추상적, 탈 맥락적, 전체적인 해석 - 을 

하게 되는 반면, 가까운 대상에 대해서는 낮은 

수준의 해석 - 구체적, 맥락적인 해석 - 을 한다

(Stephan et al., 2010). 이와 같은 해석수준이론

에서는 심리적 거리를 4개의 하위 개념으로 나

누고 있다. 시간적 거리, 공간적 거리, 사회적 

거리, 가설적 거리가 그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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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메시지에 내재된 화자와 독자간 심리적 

거리를 분석하였으며, 따라서 4개의 하위 개념 

중 사회적 거리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사회적 거리는 나 자신으로부터 어떤 대상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지에 관한 

주관적 느낌이다(김재휘 등, 2012). 사회적 거

리감은 직접 측정하기에 추상적인 개념으로 많

은 학자들이 다른 대리 개념들을 이용하여 측

정하였다. Stephan et al.(2010; 2011)은 사회적 

거리를 친근감으로 기술하였으며, 유사성

(Liviatan et al., 2008; Kim and Kim, 2011), 상

호작용 수준(Kim and Kim, 2011), 정중함 정도

(Stephan et al., 2010) 개념으로 측정되기도 하

였다. 그리고 Bogardus(1933)는 가족, 친구, 동

료와 같은 사회적 관계 유형을 심리적 거리를 

측정하는 척도로 제시하였으며, Hall(1966)은 

사람들 간 물리적 거리를 4개의 심리적 거리, 

즉 친  거리(intimate distance), 개인적 거리

(personal distance),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e), 공적 거리(public distance)로 개념화

하였으며, 사회적 거리가 개인 특성에 따라 달

라질 수 있으며 전화나 TV, 그리고 무전기 등

에 의해 확장될 수 있다고 하였다.

심리적 거리는 커뮤니케이션에 큰 영향을 미

친다(한희정 등, 2016; 조성균, 최천, 2017). 심

리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대상에 대한 흥미가 

구체적으로 표현되며 애착이 증가하고 상호작

용이 증가한다(Trope and Liberman, 2003; 

Malär et al., 2011). 상대에 대해 느끼는 거리감

에 따라 어휘와 어투를 달리 사용하며, 대화의 

목적에 따라 상대와 적절한 사회적 거리감을 

취한다. 커뮤니케이션 대상과 형성된 심리적 거

리와 적절한 심리적 거리 간의 정합성이 커뮤

니케이션의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 커뮤니케이

션 상황에 적합한 심리적 거리 전략은 커뮤니

케이션 성공 요인이다.

SNS 상에서 제품 및 서비스 정보를 전달하

는 구전마케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심리적 

거리는 중요한 전략 요소이다(한희정 등, 

2016). 이윤진 등(2013)은 상대방과의 심리적 

거리에 따라 사용하는 SNS 종류(페이스북 또

는 블로그)가 달라짐을 확인하였으며, 김재휘 

등(2012)은 심리적 거리가 짧을수록 SNS 공공 

캠페인 메시지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라는 사

실을 검증하였다. SNS의 심리적 거리가 가까울

수록 제품에 대한 태도도 좋아지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최자영, 김용범, 2012; 조성균, 최천, 

2017). 많은 연구들이 메시지 작성에 있어서 독

자와 가까운 심리적 거리를 취하는 것이 중요

하다는 사실을 연구해 왔다. 심리적 거리가 가

까워지면 SNS 대상에 대한 친 감이 증대되고 

정서적 유대감 및 커뮤니티 애착이 생성되며 

정보 교환 등의 긍정적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많은 연구에서 검증되었다(Malär et al., 

2011; 한희정 등, 2016). 

이와 같은 SNS에서 심리적 거리의 영향 연

구들은 대부분 설문 또는 실험 방법을 통해 연

구되어 왔다. 심리적 거리가 실제 SNS 상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사용자 태도 

및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회사 페이스북 

팬페이지에서 실제 SNS 메시지를 수집하고 내

용분석을 통해 심리적 거리를 도출하여, 심리적 

거리가 구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함으로써 

SNS 메시지 전략의 요인으로서의 심리적 거리

를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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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메시지 유형

회사들은 SNS를 통해 제품 홍보, 브랜드 포

지셔닝, 고객 관계 수립 등 다양한 목적의 마케

팅을 펼치고 있으며, 이에 적합한 유형의 SNS 

메시지를 게시하고 있다. 많은 선행 연구들이 

SNS 메시지에 대한 작성 목적을 기반으로 유

형을 분류해 왔다.

조태종 등(2012)은 회사 트위터 메시지를 고

객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반으로 일반

홍보, IT정보, 이벤트, 채용, 응대, 단순리트윗

의 6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은선과 김미경

(2012)은 회사가 개설한 페이스북 메시지 분석

을 통해 Fullwood et al.(2009)의 분류 기준을 

기반으로 일기, 광고, 이벤트고지, 정보제공의 4

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정동훈과 이현

지(2011)는 페이스북의 회사 메시지를 6개의 

기준, 고객서비스, 고객관계, 위기 및 미디어대

응, 마케팅프로모션, 이벤트관리, 사회공헌활동

으로 나누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은선과 김미경(2012)의 메

시지 분류를 기반으로 <표 1>과 같은 4개의 회

사 페이스북 메시지 분류 기준을 수립하였다. 

‘정보제공’은 회사 관련 및 일반뉴스, 생활 정

보 등 고객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의 메시

지이며, ‘광고’는 고객의 구매를 유도하고 인지

도를 높이기 위한 신제품 출시, 제품 홍보 메시

지 등의 메시지가 해당된다. ‘이벤트’는 자사 

제품 판매나 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이벤트

나 설문 메시지며, ‘고객관계’는 고객 서비스 

및 고객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기 위한 하루 일

과, 날씨, 기분 등 일기성 상태 메시지와 친목도

모 메시지를 포함한다.

Ⅲ. 연구 질문

본 연구에서는 회사 페이스북 팬페이지 메시

지에 내포된 심리적 거리가 구전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고, 메시지 유형이 심리적 거리와 

구전 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절 

효과에 대해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거리를 독립 변인으로 가깝고 먼 거리감의 수

준을 2개의 레벨로 살펴보았으며, 조절 변인인 

메시지 유형은 정보 제공, 광고, 이벤트, 고객관

메시지 유형 조태종 등 (2012)
이은선과 김미경 

(2012)
정동훈과 이 지 

(2011)
설명

정보제공 IT정보, 채용 정보제공
위기 및 미디어대응, 

사회 공헌 활동

회사 관련 뉴스 및 일반뉴스, 

생활정보, IT정보 등

광고 일반홍보 광고 마케팅프로모션
상품, 서비스에 대한 홍보 

메시지

이벤트 이벤트 이벤트고지 이벤트관리
이벤트, 설문 등 고객참여 

유도 마케팅

고객관계 응대, 단순리트윗 일기(diary)
고객관계, 

고객서비스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관계 

형성을 위한 일기성 상태 

메시지(i.e., 일과, 날씨, 기분)

<표 1> 회사 페이스북 메시지 유형 분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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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4개 유형으로 분석하였다. 종속 변인인 구

전은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사용자 참여 기능인 

‘좋아요’, ‘공유’, ‘코멘트’ 수를 이용하여 연구

를 진행하였다. 페이스북은 사용자가 ‘좋아요’, 

‘공유’, ‘코멘트’ 버튼을 클릭하면, 사용자의 팬

들의 뉴스피드에 해당 메시지를 보여 준다. 페

이스북의 사용자 참여 기능은 메시지에 대한 

사용자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통로임과 동

시에, 자신의 친구들에게 자신의 현재 상태를 

알리고 관심 정보를 공유하는 수단이다. 또한, 

회사의 관점에서는 게시물이 다수의 누적된 페

이스북 사용자 네트워크에 구전되는 구전마케

팅 수단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회사 페이스

북 팬페이지 메시지에 대한 사용자들의 ‘좋아

요’ 수, ‘공유’ 수, ‘코멘트’ 수를 구전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측정 변수로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으며, 

심리적 거리와 메시지 유형이 구전에 미치는 

영향, 그 영향에의 메시지 유형의 조절 효과에 

대한 탐색적 연구 질문을 제시하여 연구를 진

행하였다.

3.1 심리적 거리와 구전

커뮤니케이션 상대와의 심리적 거리는 대화

의 양과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Krackhardt 

(1992)에 따르면, 상대방에 대해 친근함을 느낄

수록 유대감과 애착이 높아지며, 이는 신뢰의 

증대로 이어진다. 이렇게 형성된 가까운 사회적 

관계에서는 서로 각자의 감정과 생각, 그리고 

유용한 지식을 더 많이 전달한다(Levin and 

Cross, 2004; Chow and Chan, 2008). Tsai and 

Ghoshal(1998)은 유대감이 높은 관계에서 정보

의 교환이 더 자주 일어나는 것을 검증하였으

며, Chawdhary and Dall'Olmo Riley(2015)는 

유대감이 높은 관계에서 회사의 홍보 메시지를 

공유하고자 하는 의도가 높아짐을 연구하였다. 

많은 선행 연구들이 심리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자신의 지식과 생각을 더 많이 공유함으로써 

정보의 구전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점을 검증

하였다.

반면, 심리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구전이 감

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Chu and Kim 

(2011)에 따르면, SNS에서 사용자들 간의 유대

<그림 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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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신뢰, 사회적 영향력은 구전에 긍정적인 영

향을 주었으나 유사성이 높은 경우에는 구전이 

낮아졌다. Steffes and Burgee(2009)는 커뮤니

케이션 상황에 따라 약한 유대관계가 오히려 

구전효과를 높일 수 있음을 연구하였다. 대학생

들이 수강신청을 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온

라인 커뮤니티와 친구의 추천 중 어떤 정보에 

영향을 더 받는지 분석한 결과, 유대관계가 약

한 커뮤니티 회원의 추천정보를 더 수용하였다. 

이와 같이 심리적 거리의 정도가 구전에 미

치는 영향은 커뮤니케이션 참여자 간 사회적 

관계, 커뮤니케이션 내용 및 상황 등에 따라 달

라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회사가 페이

스북에서 실제로 작성한 메시지들을 수집하여 

분석함으로써 메시지에 내포된 심리적 거리가 

구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적으로 살펴

보았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 질문

은 다음과 같다.

연구 질문 1: 회사 페이스북 메시지에 내포된 

심리적 거리가 구전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가?

3.2 메시지 유형과 구전

사람들은 대화를 통해 전달하려는 메시지의 

유형에 따라 다른 어휘와 어조를 사용한다. 상대

와의 친목 도모를 위한 대화에서는 친근한 어휘

와 어조를 사용하는 반면,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

하는 공적인 자리에서는 정중한 어조와 표준 어

휘를 사용한다. 메시지 유형에 따라 상대와 적절

한 거리감을 취하는 것이 메시지를 잘 전달하고, 

대화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이다.

구전 또한 메시지 유형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다.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좋아요’, ‘공유’, 

‘코멘트’의 사용자 참여 기능은 메시지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독자의 반응을 포착한다. 

Alhabash and McAlister(2015)는 페이스북의 

사용자 참여 기능별 상호작용을 세 가지로 구

분하였다. 첫 번째 상호작용 형태는 구전 전달

(viral reach)이다. 메시지를 읽는데 그치지 않

고 배포하고 공유하는 상호작용으로, 페이스북

의 ‘공유’를 통한 사용자 참여가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 상호작용은 감정적 평가(affective 

evaluation)이다.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좋아요’

는 메시지에 대한 사용자 자신의 느낌을 표현

하는 통로이며 공감을 표현하는 수단이다(Lee 

and Hong, 2016). ‘좋아요’ 버튼을 클릭함으로

써 메시지 작성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동조한다

는 사실을 표현한다. 마지막 상호작용 형태는 

메시지에 대한 숙고(message deliberation)이다.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코멘트’를 이용하여 

SNS 메시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

현한다. ‘좋아요’와 ‘공유’가 한 번의 클릭으로 

실행되는 반면, ‘코멘트’는 댓글을 작성하는 노

력이 더 투입되는 만큼 높은 수준의 구전 활동

이라 할 수 있다(Liu et al., 2017). 

페이스북에서의 사용자 참여는 메시지 유형

에 따라 다른 행태를 보인다. Kim and 

Yang(2017)은 페이스북 메시지를 정보성

(informational)과 변화성(transformational)으로 

분류하고, 이러한 특징이 ‘좋아요’, ‘공유’, ‘코

멘트’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메시지가 

정보를 포함한 논리적인 정보성 메시지일 때에

는 ‘공유’와 ‘코멘트’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감

정, 느낌을 포함한 변화적 메시지의 경우에는 



회사 페이스북 메시지의 심리적 거리와 메시지 유형이 구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 79 -

‘좋아요’와 ‘공유’가 높았다. 정예림 등(2013)

은 페이스북 메시지의 정보성 또는 흥미성 특

징과 브랜드 구매 정도에 따라 사용자의 구전

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연

구 결과, ‘코멘트’ 수에 대해서는 정보성 메시

지가 흥미성 메시지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좋아요’에 있어서 소량 구매자들은 정보성 메

시지를, 대량 구매자들은 흥미성 메시지를 더 

많이 클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까지 많은 선행 연구들이 SNS 메시지의 

특징(예: 정보성, 흥미성)이 구전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연구해 왔다. 하지만, 메시지 유형별로 

메시지 내 심리적 거리가 구전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행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이전에 메시지 유형별로 메

시지에 내포된 심리적 거리 현황에 대한 연구

도 부족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 회사 페이스북 메

시지를 수집하여, 메시지의 유형별로 메시지에

서 지각되는 심리적 거리의 현황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메시지 유형이 심리적 거리와 구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절 효과를 살

펴보았다. 이를 위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연구질문 2: 회사 페이스북 메시지 유형별 메시

지에 내포된 심리적 거리 현황이 

어떠한가?

연구질문 3: 회사 페이스북 메시지 유형에 따라 

메시지에 내포된 심리적 거리가 구

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가?

Ⅳ. 연구 방법

4.1 데이터 수집 및 조작적 정의

본 연구는 회사 페이스북 팬페이지 메시지를 

대상으로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을 통해 

진행하였다. 페이스북 메시지는 Facebook 

Graph API를 이용한 크롤러(crawler)를 개발하

여 수집하였다. 메시지 수집 대상 회사 팬페이

지 목록은 SNS 랭킹 사이트인 socialbakers. 

com의 한국 브랜드 페이스북 중 상위 50개 페

이스북을 대상으로 정하였으며, 2017년 7월부

터 11월까지 5개월 동안의 7,517개 메시지를 

수집하였다.

SNS 메시지에 내포된 심리적 거리와 메시지 

유형은 코더들을 통한 내용 분석을 통해 코딩

하였다. 메시지에 내포된 심리적 거리는 대리변

수인 친근감(Argyle and Dean, 1965; Stephan 

et al., 2010, 2011; Kim and Kim, 2011)을 이용

하여 정의하였으며, ‘가까움’, ’멂’의 두 개 값

으로 코딩하였다. 메시지 유형은 4개의 스케일

로 코딩하였다. ‘정보제공’, ‘광고’, ‘이벤트’, 

‘고객관계’로 코딩하였으며, 이들 유형에 속하

지 않는 메시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종속변수인 구전의 정도는 ‘좋아요’, ‘공유’, 

‘코멘트’ 수를 이용하였다. 이 값은 페이스북 

API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하였

다. <표 2>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들의 조

작적 정의 및 메시지 예이다.

4.2 내용 분석

내용 분석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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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의 대학생이 코더로 참여하였으며, 2명씩 

팀을 구성하여 같은 메시지에 대해 각각 심리

적 거리를 코딩하였다. 일치하지 않는 결과에 

대해서는 제 3자인 다른 팀의 코더가 확정짓는 

방식으로 내용분석을 시행하였다. 본격적인 코

딩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코더들을 대상으로 

코딩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설명회에서는 코딩 

스킴을 설명하고, 20개의 샘플을 함께 코딩해 

봄으로써 코딩 규칙을 공유하고 학습하였다. 취

합된 내용분석 결과 중 코드값이 누락되지 않

고 정상적으로 코딩된 6,572개의 데이터를 분

석에 활용하였다.

내용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심리적 거리

가 ‘가까움’으로 코딩된 건수는 3,691건(56.16%), 

‘멂’으로 코딩된 건수는 2,881건(43.84%)이었다. 

메시지 유형은 건수가 많은 순으로, 광고가 

3,847건(58.54%), 이벤트가 1,385건(21.07%), 정

보제공이 1,147건(17.45%), 그리고 고객관계가 

193건(2.94%)으로 분석되었다.

통계 분석은 R3.4.4를 이용하여 수행하였으

변수 조작  정의 코딩 값 메시지 

심리적

거리

메시지에서 작성자

에 대해 친근감을 

느꼈는지 여부

가까움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요즘. 일교차가 큰 날에

는 특히 감기 조심하셔야 한답니다. 

환절기 감기 미리미리 예방하고, 우리 페친분들 아프지말아요~♡“ 

멂

“경제뉴스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 주식과 펀드. 익히 들어봤지

만, 둘은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NH농협은행과 함께 간단히 알아보도록 해요!“

메시지

유형

메시지의 작성 목

적 및 전달 내용에 

따른 메시지 분류

정보

제공

“가을의 끝자락을 특별하게 만들어 줄 시민들이 직접 뽑은 서울의 

명소들. 더 추워지기 전에 만나보세요.

http://blog.posco.com/3126”

광고
“엔제리너스커피 X 앙리루소

엔제리너스의 새로운 싱글오리진 케냐 루키라 AA를 만나보세요 :)”

이벤트

“[EVENT] 아니 이 맛은?! 

엔제리너스의 가을 신메뉴 코코넛 크라떼, 코코넛 초코모카를 마

시고 아래 댓글로 맛을 자유롭게 표현해주세요~

가장 재치 있게 맛을 표현해주신 30분을 선정하여 엔제리너스 모바

일 금액권을 선물해 드립니다. :)”

고객

관계

“@친구랑 먹방 데이트 추천하는 #게자리. 일복 제대로 터지는 불쌍

한 #전갈자리

8월 10일 목요일 #별자리운세

#누구mini 에게 물어보세요!”

구전

‘좋아요’ 수 사용자가 특정 메시지에 대해 ‘좋아요’를 클릭하여 친구들에게 전달한 횟수

‘공유’ 수 사용자가 특정 메시지에 대해 ‘공유’를 클릭하여 친구들에게 전달한 횟수

‘코멘트’ 수 사용자가 특정 메시지에 대해 ‘코멘트’를 작성하여 친구들에게 전달한 횟수

<표 2> 변수의 조작  정의  메시지 

변수 코드 값 건수 비율(%) 변수 코드 값 건수 비율(%)

심리적

거리

가까움 3,691 56.16
메시지

유형

정보제공 1,147 17.45

광고 3,847 58.54

멂 2,881 43.84
이벤트 1,385 21.07

고객관계 193 2.94

<표 3> 회사 페이스북 메시지 코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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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기본 라이브러리와 gmodel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Ⅴ. 분석 결과

5.1 심리적 거리와 구전 간 관계

회사 페이스북 메시지에 내포된 심리적 거리

가 구전에 미치는 영향 분석은 기술통계 분석

과 일원분산분석(ANOVA)를 통해 수행하였다. 

<표 4>는 메시지에 내포된 심리적 거리별 ‘좋

아요’, ‘공유’, ‘코멘트’ 수의 평균, 표준편차 및 

ANOVA 결과이다.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메시지의 ‘좋아요’ 수

는 평균 1,655.47건, ‘공유’ 수는 평균 122.15건, 

그리고 ‘코멘트’ 수는 평균 329.39건으로, 심리

적 거리가 먼 메시지에 대한 평균인 1,192.67건, 

115.35건, 220.97건보다 높았다. 그리고 

ANOVA 분석 결과, ‘좋아요’와 ‘코멘트’ 수는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경우 99.9% 유의수준에

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페이스북 메시

지에 내포된 심리적 거리가 구전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에 대한 첫 번째 연구 질문 분석 결

과, 가까운 심리적 거리 메시지에서 ‘좋아요’, 

‘코멘트’가 활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5.2 메시지 유형과 심리적 거리

두 번째 연구 질문은 메시지 유형별 심리적 

거리 현황을 분석하는 것이다. 정보제공, 광고, 

이벤트, 고객관계의 메시지 유형별로 심리적 거

리가 가깝고 먼 메시지의 빈도와 비율을 분석

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수행하고 카이제곱 검

정을 통해 빈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모

든 메시지 유형에 대해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메시지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메시지 

유형 중 가까운 심리적 거리의 빈도가 높았던 

순으로 정리해 보면, 고객관계 메시지 유형에서 

가까운 심리적 거리 메시지 비율이 68.39%(132

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벤트

(56.68%, 785건), 광고(56.04%, 2,156건), 정보

변수 코드 값 건수
‘좋아요’ 수 ‘공유’ 수 ‘코멘트’ 수

Mean S.D. Mean S.D. Mean S.D.

심리적

거리

가까움 3,691 1,655.47 3,818.29 122.15 424.53 329.39 1,154.35
멂 2,881 1,192.67 3,139.96 115.35 940.14 220.97 598.24

총계 6,572 1,452.59 3,544.17 119.16 699.53 281.86 952.91

ANOVA

결과

Sum of squares 346556329 67494 19020778
df 1 1 1
Mean square 346556329 67494 19020778
F-value 27.7 0.138 21.01
P-value 0.000*** 0.71 0.000***
R-squared 0.004 0.000 0.003
Adj. R-squared 0.004 -0.000 0.003

<표 4> 심리  거리별 구 의 기술통계  ANOVA 결과

*** : p-value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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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코드
심리  거리

가까움 멂 총계

메시지 유형

정보제공 618 (53.88%) 529 (46.12%) 1,147
광고 2,156 (56.04%) 1,691 (43.96%) 3,847
이벤트 785 (56.68%) 600 (43.32%) 1,385
고객관계 132 (68.39%) 61 (31.61%) 193
총계 3,691 (56.16%) 2,881 (43.84%) 6,572

카이제곱 검정 

결과

Chi-squared 14.32736
df 3

P-value 0.002**

<표 5> 메시지 유형과 심리  거리의 교차분석 결과

** : p-value > 0.001 and < 0.01

제공(53.88%, 618건) 메시지 유형 순으로 심리

적 거리가 가까운 메시지 비중이 높았다. 이와 

같은 메시지 유형별 심리적 거리 빈도가 유의한 

차이인지를 분석하기 위한 카이제곱 검정 결과, 

99% 유의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회사들이 작성한 모

든 페이스북 메시지 유형에서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메시지가 먼 메시지보다 더 많은 것으

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빈도의 차이는 카이제곱 

검정 결과 유의한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5.3 메시지 유형의 조절 효과

본 연구에서는 마지막으로 메시지 유형이 심

리적 거리와 구전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기술통계 분석을 통

해 4개의 메시지 유형 각각에 대해 심리적 거리

가 가깝고 먼 경우에 ‘좋아요’, ‘공유’, ‘코멘트’ 

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였으며, 이러한 

평균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ANOVA를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메시지 유형의 조절 효과에 대해서도 분석하

였다. ANOVA 분석을 통한 심리적 거리와 메

시지 유형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메

시지 유형에 따라 심리적 효과에 차이가 있는

지를 검증하였다. 특히 이 분석에서는 

socialbakers.com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브랜드 

페이스북 순위를 영향 변수로 추가하여 분석하

였다. 이를 통해 회사마다 상이할 수 있는 페이

스북 메시지의 외적 요인들(예: 회사에 대한 태

도, 팬 수)을 컨트롤하였다.

<표 6>은 메시지 유형 별 심리적 거리에 따

른 ‘좋아요’, ‘공유’, ‘코멘트’ 수의 평균, 표준

편차 및 ANOVA 결과이다. 구전 수의 총계를 

살펴보면, ‘좋아요’의 경우에는 고객관계 > 이

벤트 > 광고 > 정보제공 유형 순으로 ‘좋아요’ 

수가 많았으며, ‘공유’의 경우에는 이벤트 > 광

고 > 정보제공 > 고객관계 순으로 ‘공유’ 수가 

높았다. 그리고 ‘코멘트’에 대해서는 이벤트 > 

광고 > 고객관계 > 정보 순으로 ‘코멘트’ 수가 

많았다.

각 구전 유형 별 메시지 유형과 심리적 거리 

현황에 대한 상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좋

아요’에 대해서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메시지

에서 고객관계 > 이벤트 > 광고 순으로,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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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유형

심리
거리

N
‘좋아요’ 수 ‘공유’ 수 ‘코멘트’ 수

Mean S.D. Mean SD Mean SD

정보

제공

가까움 618 991.84 2834.67 84.04 332.76 101.93 400.94

멂 529 997.50 4946.94 132.32 1802.58 52.56 266.36

총계 1,147 994.45 3949.85 106.08 1242.01 79.16 346.18

ANOVA

결과

SS 9118 625793 694649

df 1 1 1

MS 9118 625793 694649

F값 0.001 0.405 5.821

P값 0.981 0.524 0.016*

R2 0.000 0.000 0.005

adj R2 -0.001 -0.001 0.004

광고

가까움 2,156 1815.90 4327.07 135.55 514.80 364.70 1381.00

멂 1,691 1150.22 2384.64 91.55 658.02 189.10 566.57

총계 3,847 1523.29 3619.27 115.93 583.34 287.51 1103.30

ANOVA

결과

SS 419955349 1626521 29223735

df 1 1 1

MS 419955349 1626521 29223735

F값 32.32 4.785 24.15

P값 0.000*** 0.029* 0.000***

R2 0.008 0.001 0.006

adj R2 0.008 0.001 0.006

이벤트

가까움 785 1612.64 2805.53 134.42 208.59 447.34 904.99

멂 600 1492.19 2872.36 170.87 270.03 467.14 780.19

총계 1,385 1560.46 2834.27 150.11 237.59 455.92 852.93

ANOVA

결과

SS 4933690 422123 133281

df 1 1 1

MS 4933690 422123 133281

F값 0.614 7.515 0.183

P값 0.433 0.006** 0.669

R2 0.000 0.006 0.000

adj R2 -0.000 0.005 -0.001

고객

관계

가까움 132 2396.76 3826.71 16.81 22.85 116.14 329.35

멂 61 1115.90 3750.68 26.62 40.85 143.56 738.33

총계 193 1991.93 3839.78 19.23 28.53 124.80 494.49

ANOVA

결과

SS 68445835 2681 31370

df 1 1 1

MS 68445835 2681 31370

F값 4.733 3.346 0.128

P값 0.031* 0.069 0.721

R2 0.024 0.022 0.001

adj R2 0.019 0.016 -0.005

<표 6> 메시지 유형별 심리  거리의 기술통계  ANOVA 결과

***: p-value < 0.001, **: p-value > 0.001 and < 0.01, *: p-value > 0.01 and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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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6.76건, 1612.64건, 1815.90건으로 높게 나

타났으며, 정보제공 유형은 심리적 거리가 먼 

메시지가 997.50건으로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메시지의 991.84건보다 근소하게 더 많았다. 

ANOVA 결과, 고객관계(F-value=4.733*, 

P-value=.031)와 광고(F-value=32.32***, 

P-value=.000) 메시지 유형에서 ‘좋아요’ 수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유’에 대해서는 대체로 심리적 거리가 먼 

메시지에서 ‘공유’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벤트 > 정보제공 > 고객관계 순으로, 평

균 170.87건, 132.32건, 26.62건으로 심리적 거

리가 먼 메시지의 ‘공유’ 수가 많았으며, 이 중 

이벤트 유형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value=7.515**, P-value=.006). 광고의 경우

에는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메시지에서 ‘공유’ 

수가 평균 135.55건으로, 심리적 거리가 먼 메

시지의 91.55건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ANOVA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value= 

4.785*, P-value=.029).

마지막으로, ‘코멘트’에 대해서는 광고 > 정

보제공 유형 순으로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메

시지에서 평균 364.70건, 101.93건으로 ‘코멘

트’ 수가 높았다. ANOVA 결과, 광고

(F-value=24.15***, P-value=.000)와 정보제공

(F-value=5.821*, P-value=.016)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이벤트

와 고객관계는 심리적 거리가 먼 메시지에서 

‘코멘트’ 수가 평균 467.14건, 143.56건으로 높

았다. 하지만 ANOVA 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

는 없었다.

<그림 2>는 메시지 유형과 심리적 거리에 따

른 ‘좋아요’, ‘공유’, ‘코멘트’ 평균 건수를 그래

프로 표현한 것이다. ‘좋아요’는 정보제공 유형

을 제외한 모든 메시지 유형에서 심리적 거리

가 가까운 경우 ‘좋아요’ 수가 높았으며, 고객

관계에서 ‘좋아요’ 수가 가장 높았다. ‘공유’는 

광고를 제외한 모든 메시지 유형에서 심리적 

거리가 먼 메시지에서 그 숫자가 높았다. 이벤

트 유형에서 ‘공유’ 수가 가장 높았으며, 광고

는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메시지에서 유의하게 

‘공유’ 수가 높았다. ‘코멘트’ 수의 경우에는 정

보제공과 광고 유형에서는 가까운 심리적 거리 

메시지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그리고 이벤트, 

<그림 2> 메시지 유형  심리  거리별 구  평균 개수 그래

(***: p-value < 0.001, **: p-value > 0.001 and < 0.01, *: p-value > 0.01 and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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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관계에서는 심리적 거리가 먼 메시지에서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코멘트’ 수는 

이벤트 유형에서 가장 많았는데, 많은 메시지들

이 이벤트 참가 방식으로 댓글 참여를 요청하

고 있는 것이 그 이유로 분석된다. 

특히 광고 메시지 유형은 모든 구전 유형에 

대해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메시지에서 그 건

수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어, 친근한 메시지의 

광고가 구전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메시지 유형의 조절 효과 분석을 

위해 심리적 거리와 메시지 유형을 독립변인으

로, ‘좋아요’, ‘공유’, ‘코멘트’ 수를 종속변인으

로 ANOVA 분석을 수행하였다. 회사 브랜드에 

대한 호감도, 페이스북 팬 수 등의 외적 요인들

을 제어하기 위하여 socialbakers.com 사이트의 

브랜드 페이스북 순위를 변수로 추가하여 분석

하였다. ANOVA 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심리  거리  메시지 유형에 따른 구  행 에 한 ANOVA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value P-value

‘좋아요’ 수

DIST 346556329 1 346556329 27.928 0.000***

TYPE 220740266 1 220740266 17.789 0.000***

FIRM 163878481 1 163878481 13.206 0.000***

DIST*TYPE 6832551 1 6832551 0.551 0.458

DIST*FIRM 211823423 1 211823423 17.070 0.000

TYPE*FIRM 69684081 1 69684081 5.616 0.018*

DIST*TYPE*FIRM 67243170 1 67243170 5.419 0.020*

R-squared=0.013

Adjusted R-squared=0.12

‘공유’ 수

DIST 67494 1 67494 0.138 0.710

TYPE 191562 1 191562 0.391 0.532
FIRM 1107294 1 1107294 2.262 0.133
DIST*TYPE 45814 1 45814 0.094 0.760
DIST*FIRM 41281 1 41281 0.084 0.772
TYPE*FIRM 1216188 1 1216188 2.485 0.115
DIST*TYPE*FIRM 272829 1 272829 0.557 0.455
R-squared=0.001

Adjusted R-squared=-0.000

‘코멘트’ 수

DIST 19020778 1 19020778 21.240 0.000***

TYPE 50416239 1 50416239 56.299 0.000***
FIRM 7837720 1 7837720 8.752 0.003**
DIST*TYPE 4479534 1 4479534 5.002 0.025*
DIST*FIRM 5452539 1 5452539 6.089 0.014*
TYPE*FIRM 298306 1 298306 0.333 0.564
DIST*TYPE*FIRM 1119921 1 1119921 1.251 0.264
R-squared=0.015

Adjusted R-squared=0.134

DIST: 심리적 거리; TYPE: 메시지 유형; FIRM: 회사 브랜드

***: p-value < 0.001, **: p-value > 0.001 and < 0.01, *: p-value > 0.01 and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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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좋아요’ 수에 대해 심리적 거리

(F-value=27.928***, P-value=.000), 메시지 유

형(F-value=17.789***, P-value=.000), 회사 브

랜드(F-value=13.206***, P-value=.000)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사 별로 

메시지 유형에 따라 ‘좋아요’ 수의 차이가 있는 

것(F-value=5.616*, P-value=.018)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회사 별로 메시지 유형과 심리적 거

리 수준에 따라 ‘좋아요’ 수가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value=5.419*, P-value=.020). 

‘공유’ 수에 대해서는 심리적 거리(F-value 

=0.138, P-value=.710), 메시지 유형(F-value= 

0.391, P-value=.532), 그리고 회사 브랜드

(F-value=2.262, P-value=.133) 모두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코멘트’ 수에 대해서 심리적 거

리(F-value=21.240***, P-value=.000), 메시지 

유형(F-value=56.299***, P-value=.000), 회사 

브랜드(F-value=8.752**, P-value=.003)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심리적 거리와 메시지 

유형이 상호작용 효과를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

다(F-value=5.002*, P-value=.025). 그리고 회

사 브랜드에 따라 심리적 거리의 차이가 ‘코멘

트’ 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F-value=6.089*, P-value=.014).

결론적으로, ‘좋아요’, ‘코멘트’에 대해 심리

적 거리, 메시지 유형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

며, 동일한 구전 유형인 ‘좋아요’, ‘코멘트’에 

대해서 심리적 거리와 메시지 유형 간 상호작

용 효과가 있으므로 메시지 유형의 조절 효과

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Ⅵ. 결 론

본 연구는 회사 페이스북 팬페이지 메시지에 

내포된 심리적 거리와 메시지 유형이 구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현황을 분석하고, 

메시지 유형이 심리적 거리와 구전 간 관계에 

대해 조절 효과가 있는지를 탐색적으로 분석하

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실제 회사 페이스북 팬

페이지 메시지를 수집하여 내용분석을 통해 심

리적 거리와 메시지 유형을 도출하였으며, 이 

변수들이 ‘좋아요’, ‘공유’, ‘코멘트’ 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술통계, 교차분석, 

ANOVA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회사들은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메시지를 더 많이 작성하고 있었으며, 이는 정

보제공, 광고, 이벤트, 고객관계의 모든 메시지 

유형에 대해서도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메시지

의 비중이 높았다. 이들 변수와 구전 간의 관계

를 살펴본 결과, 가까운 심리적 거리의 메시지

에서 ‘좋아요’, ‘코멘트’ 수가 유의하게 많았으

며, 메시지 유형도 ‘좋아요’, ‘코멘트’ 수에 대

해 유의한 차이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유’ 수는 심리적 거리, 메시지 유형 모두에

서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메시지 유형 별 심리적 거리가 구전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좋아

요’는 고객관계, 광고 유형에서 가까운 심리적 

거리 메시지가 유의하게 건수가 많았다. 

Alhabash and McAlister(2015)에 의하면 ‘좋아

요’는 메시지에 대한 감정적인 느낌과 공감을 

표현하는 구전 수단이며, 친 감, 유대감과 같

은 사람 간 관계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도 고

객과의 친 감이 중요한 고객관계, 광고 유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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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좋아요’ 수가 많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공유’는 광고 메시지에서는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경우에, 그리고 이벤트에 대해서는 심리

적 거리가 먼 경우에 ‘공유’ 수가 유의하게 많

았다. 이벤트 메시지의 경우 참여 방법으로 ‘공

유 또는 댓글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이

벤트의 ‘공유’에는 사용자의 메시지에 대한 생

각과 느낌 외의 요인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코멘트’는 정보제공과 광고 메시지에서 심

리적 거리가 가까운 경우에 ‘코멘트’ 수가 높았

다. Alhabash and McAlister(2015)는 ‘코멘트’

를 메시지에 대한 생각과 의견 등 숙의적 사고

를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정예림 

등(2013), Kim and Yang(2017)의 연구 결과에

서도 정보성 메시지에서 ‘코멘트’가 높게 나타

났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정보제공 유형에 

대해 친근한 메시지에서 ‘코멘트’ 수가 높았다. 

이는 회사들의 정보제공 메시지는 정치, 경제 

뉴스와 같이 독자들이 숙고해야 할 주제가 아

닌 회사 내외 알림 등의 주제를 다루기 때문이

라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메시지에

서 구전 수가 많았으며, 특히 광고 메시지에 있

어서는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메시지에서 ‘좋

아요’, ‘공유’, ‘코멘트’ 수가 모두 유의하게 높

았다. 회사 페이스북 팬페이지의 주목적이 회사

브랜드와 제품 홍보이니만큼 고객과 가까운 심

리적 거리 전략이 효과적일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을 가

지고 있다. 첫째,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 분석 과

정에서 심리적 거리라는 주관적 변수를 완벽하

게 코딩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불일치 코드를 

제3의 코더가 다시 판단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

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둘째, 구전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회사에 대한 태도, 구매 경험 

등의 타 요인들이 고려되지 못했다. 마지막으

로, 회사나 메시지에 대한 SNS 사용자들의 생

각과 태도가 반영되지 못 했다. 향후 댓글 분석

을 통해 사용자의 반응을 추가로 연구한다면 

심리적 거리 작동 원리에 대해 더욱 심도 있는 

분석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본 연구는 이론적, 실무적으로 큰 의의를 가

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실제 회사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심리적 거리를 측정하여 구전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는 이론적 의의를 가진다. 기

존 연구들이 실험 또는 설문을 통해 주어진 

SNS 메시지에 대한 사용자의 반응을 연구해 

왔다. 반면, 본 연구는 실제 페이스북 메시지를 

수집하여 분석함으로써 실제 SNS 마케팅 현장

에서 회사들이 어떠한 마케팅 전략들을 펼치고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메시지 

유형별 메시지의 심리적 거리와 구전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제까지 많은 선행 연구들이 메시

지의 특성(예: 정보성, 흥미성)에 따른 구전의 

차이를 분석해 왔다. 하지만, 실제 메시지의 작

성 목적을 기준으로 구전 행위를 분석한 연구

는 거의 없었다. 또한, 메시지 유형별로 심리적 

거리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도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메시지 유형 별로 실제 심리

적 거리와 구전의 현황을 분석하고 적절한 심

리적 거리 수준을 연구했다는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실무적으로도 회사의 페이스북 마

케팅 전략에 통찰력과 가이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 결과, 회사가 고객들에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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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려는 메시지의 내용에 따라 ‘좋아요’, ‘공

유’, ‘코멘트’ 수가 많은 적정 심리적 거리 수준

이 존재한다. 회사의 주요 고객층을 고려하여 

원하는 고객들의 반응에 적합한 ‘메시지 유형-

심리적 거리 수준’ 전략을 수립한다면 효과적

인 구전 마케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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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xploratory Study on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Distance 
and Message Type on Word-of-Mouth in Firm's Facebook*

1)

Lee, Seongwon

Purpose

With the development of Social Network Service(SNS) and mobile devices, many companies 

have been using the Facebook as a Word-of-Mouth(WOM) channel.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distance and message type on WOM using the Facebook's real messages.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message typ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distance and 

WOM was also analyzed. 

Design/methodology/approach

A content analysis was used as a research method. A total 7,483 messages were collected from 

50 companies' Facebook Fanpage (based on the ranking of socialbakers.com) and content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human coding. As the influencing variables, the message type and 

psychological distance and the number of 'Likes', 'Share', and 'Comment' were used as the dependent 

variable. The R3.4.4 was used to perform descriptive statistics, cross-tab analysis, and analysis of 

variance(ANOVA). 

Findings

First, a larger proportion of Facebook messages have close psychological distance for all message 

types(information, advertisement, event, and customer relationship). Second, ‘Like’ and ‘Comment’ 

number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messages of close psychological distance. Third,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distance on ‘Like’, ‘Share’, and ‘Comment’ number were different according to 

message type. However, ‘advertisement’ message type had significantly more numbers for all 

WOMs(‘Like’, ‘Share’, and ‘Comment’) in messages with close psychological distance.

Keyword: Social Network Service, Psychological Distance, Message Type, Word-of-Mouth, SNS 

Marketing, Content Analysis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16S1A5A8020010)

* 이 논문은 2020년  3월 31일 접수, 2020년  4월  6일 1차 심사, 2020년  4월 26일 게재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