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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was intended to identify the persuasion effects according to social proof message type and product
type in the context of online cosmetic advertising. For the experiment, 4 stimuli were developed as experimental stimuli
for the 2(social proof message type: attitudinal social proof message, behavioral social proof message)×2(product type:
hedonic product, utilitarian product) factorial design. A total of 160 questionnaires allocating forty students to each group
were distribut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behavioral social proof message showed more effective than atti-
tudinal social proof message in advertisement attention, click-through intention and purchase intention. Second, utilitarian
product showed more effective than hedonic product in advertisement attention, click-through intention and purchase
intention. Third, there was interaction effect according to social proof message type and product type on the aspect of
click-through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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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소비자 개개인의 욕구와 소비행동이 편리함과 시간절약을 추

구하는 형태로 점차 변화하면서 최근 들어 점포 없이도 상품을

팔 수 있는 카탈로그 쇼핑, TV 홈쇼핑, 온라인 쇼핑, 모바일

쇼핑 등과 같은 무점포 거래의 규모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무점포 거래의 쇼핑을 촉진하는 광고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 중 광고 메시지는 소비자를 설득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무기라고 할 수 있다(김재휘, 부수현,

2007). 이에 온라인 광고들은 소비자의 주의를 사로잡기 위하

여 다양한 설득 메시지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로 사

회증거 메시지 기법에 의한 소비자 설득을 들 수 있다. 

사람들은 일상 생활 속에서 매 순간 계속해서 어떤 판단이

나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이 때 무엇인가를 판단하

고 선택하는데 있어서 그 대상을 미리 경험하여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그 대상을 경험하지 않

은 채 다른 사람의 진술이나 정보에 근거하여 판단과 선택을

하게 된다. 이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 행동

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다수에 따라 행동하면

실수를 범할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애매모호하고 불확실성이 높아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

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쉽게 알 수 없을 때 이러한 다른 사람

들의 행동을 보고 그대로 따라 행동하는, 즉 사회적 증거에 따

라 행동하는 경향이 매우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터넷 쇼핑몰이나 TV 홈쇼핑과 같은 무

점포 쇼핑몰의 마케터들은 고객들에게 제공된 제품이나 회사가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고객이 생각하기에 자신들과 유사한 사

람들이 그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이러한 사회

증거 메시지의 영향력이 커진다고 주장하였다(Rieck, 1998). 즉,

소비자가 빠른 시간에 구매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다른

다수의 사람이 이미 그 제품을 구매했거나 제품에 만족하고 있

다는 사회적 증거를 제시해 주는 것은 구매결정을 용이하게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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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사회증거 메시지의 구매 유도 효과

나 구매 후 만족도에 대한 몇몇 연구(박노일, 2003; 이설매,
2003; Cialdini & Goldstein, 2004; Godlstein et al., 2008;

Griskevicius et al., 2009)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부분 사회증

거 메시지 활용 유무에 따른 효과를 확인하는 데 그치고 있으

며, 온라인 쇼핑몰 광고 상황에서 사회증거 메시지 유형에 따

른 소비자의 설득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또한, 제품유형을 고려한 지각된 적합성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

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화장품 광고의 사회증거 메시

지 소구 유형에 따른 소비자 설득효과와 제품유형에 따른 조절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즉, 사회증거 메시지 유형은 태도적

사회증거 메시지와 행동적 사회증거 메시지로, 제품유형은 쾌

락적 제품유형과 실용적 제품유형으로 나누어 온라인 화장품의

광고효과를 제고시키는데 있어 어떤 방식으로 사회증거 메시지

를 구성하면 더욱 효과가 있을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는 온라인 화장품 광고 기획자와 마케터에게 실무적, 관리

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사회증거 메시지 효과

우리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일상 생활 속에서 사회증

거원칙(social proof principal)에 따라 많은 의사결정을 한다.

예를 들면, 영화 감상의 경우, 사람들은 곧 바로 영화를 보러

가기 보다는 영화관에 가기 전에 먼저 인터넷에 들어가서 요즘

제일 인기 있는 영화를 검색하거나 주변사람들의 의견을 물어

본 후 티켓을 사서 영화를 보러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많이 보고

추천하는 영화가 재미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 하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사회증거원칙(social proof

principal)이라고 한다. 심리학에 의하면 사람은 대부분 이러한

‘사회적 증거(social proof)’를 따라 행동하면 실수를 범할 확률

을 줄일 수 있다는 심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사회증거 메시지는 주어진 상황에서 행동의 옳고

그름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이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행동

하게 하는 사회적 증거의 원칙을 가능케 하는 메시지라고 개념

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박노일, 2003).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

행동과 마케팅 연구에서도 사회증거 메시지에 대해 관심을 가

지고 몇몇 연구들이 행해져 왔으며, 대부분의 연구에서 그 효

과를 지지하고 있다. 

Perloff(1993)는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하는 제품의 양과 비슷

하게 구매하는 사람이 추천하는 제품을 더 선호한다고 하였으

며, Cody et al.(1995)은 다른 사람의 선물을 구매하는 애매한

상황에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사회

증거 메시지를 사용하는 것임을 실증하였다. 종업원이 고객에

게 특정 제품에 대해서 ‘가장 많이 팔린’, ‘최고로 유명한’, ‘내

놓자 마자 금방 다 팔린 제품’ 등의 메시지를 고객에게 전해주

었을 때와 제품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설명하는 경우를 비교해

보았을 때 사회증거 메시지를 전달한 경우가 소비자 설득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Brock and Brannon (1992)의 실험연구를 통해 페인트를 구

매하는 소매점에서 소비자의 구매 행동을 관찰하였는데, 실험

공모자로 하여금 소비자와 비슷한 구매자로 가장하게 하였다.

먼저 첫 번째 집단을 대상으로 페인트를 구매하려는 소비자에

게 실험공모자가 다가가서 말하기를 ‘나도 당신이 구매하려는

양만큼의 페인트를 사서 써보았지만, 별로 좋지 않고 다른 상

표의 제품이 훨씬 좋아 본인도 지금 그 제품을 막 구매하려고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두 번째 집단에게는 동일하게 다

른 상표가 좋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대신, ‘소비자가 구매하

려는 양보다 20배 많은 양을 구매한다’는 말을 부가하여 전달

하였다. 그 결과, 소비자의 구매결과를 관찰하였더니, 64%의 피

험자들이 자신의 상황과 동일한 즉, 자신이 구매하는 제품의 양

과 비슷하게 구매하는 실험 공모자가 추천하는 제품을 선택하

였고, 그와 반대로 자신과 비슷하지 않은 사람의 제품은 39%

만을 구매하였다. 

Cialdini(2001)는 사회증거 메시지는 집단행동을 이야기 할 때

주로 영향력을 나타내며, 특히 개인의 상황이 비슷한 집단행동

을 제시할 때 영향력이 더 크다고 주장하였다. Griskevicius et

al.(2009)은 공포 상황에서 사회증거 메시지가 보다 설득효과가

높다고 주장하였다.

2.2. 사회증거 메시지의 유형

광고의 근본적인 목적은 소비자를 설득하는 것이며, 이를 위

해 광고는 전략적으로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인

터넷 광고의 목적은 사용자의 주의를 끌고, 흥미를 불러일으키

며, 욕구를 창출하여 확신을 갖게 함으로써 광고효과를 높이며,

궁극적으로 광고를 클릭하도록 사용자의 태도변화를 이끌어 내

는 것이다(이호선, 2001).

이를 위해 마케터들은 광고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

중에서도 광고 메시지를 소비자를 설득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

이고 핵심적인 무기로 생각한다. 즉, 마케터는 소비자에게 무엇

인가 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에 광고를 하는 것이고, 바로

그 메시지를 통해 잠재적인 소비자를 설득하고자 한다는 것이

다. 따라서 광고를 통해 ‘무엇을 말할 것인가’는 설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Blankenship & Holtgraves,
2005).

김주호(1999)는 기존의 매체광고가 제한된 시간과 정보량을

가지고 소비자에게 광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미지 중심의

감성적 광고를 제작해온 반면, 온라인 광고는 시간과 정보량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정보 제공을 위주로 한 내용중심에

소구하는 이성적 광고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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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광고 메시지에 대해 특별한 관심이나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없을 때 간단한 설득 메시지가 더 효과적임을 의미한다(Petty
et al., 1998). 

메시지는 소비자의 주의를 사로잡고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시키고 신뢰하게 하는 ‘설득’을 위한 가장 중요한 커

뮤니케이션 요소 중 하나로, 설득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 여러 가지 소구방법을 사용하고 있다(Crain, 1972). 그

중에서 사회증거 메시지는 광고 효과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알

려져 왔으며(Cody & Seiter, 2001; Schulta et al., 2007), 온

라인 화장품 광고상황에서도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또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사회증거 메시지를 좀 더 자세

히 살펴보면 미묘하지만 잠재적으로 중요한 차이를 보이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어떤 유형의 사회증거 메시

지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지만 다른 유형

의 사회증거 메시지는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또는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의 중요한 차이점은 전자의 경우 대중의 행동을 전달하는

반면, 후자는 많은 다른 사람들이 이미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

는 것을 명백하게 전달하는 것 없이 그 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전달한다. 즉, 전자인 행동적 사회증거 메시지는 사람들

이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대중을 따를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에, 후자인 태도적 사회증거 메시지는 대중의 소비를 명백

하게 전달하지 않고 오직 사람들이 어떤 제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Griskevicius et al.,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Griskevicius et al.(2009)의 연구를

바탕으로 사회증거 메시지 효과에 관한 연구를 좀더 발전시켜

사회증거 메시지 유형을 제품에 대한 타인의 태도를 강조하는

태도적 사회증거 메시지와 제품에 대한 타인의 소비행동을 강

조하는 행동적 사회증거 메시지로 분류하여 온라인 화장품 광

고상황에서의 소비자 설득 효과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2.3. 제품유형

온라인 쇼핑몰은 기존의 오프라인 쇼핑상점들과 경쟁하기 위

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온라인 상에 다양한 컨텐츠와

편의기능들을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타 유통형태와 구별되

는 고유의 경쟁적 우위를 가지게 되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전

통적 상거래를 능가하는 속도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유통업

태 중의 하나가 되었다(이은미 외, 2009). 그러나 온라인 쇼핑

몰을 통한 제품 구매 시 소비자들은 직접 눈으로 제품을 확인

하고 관찰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질감이나 촉감, 맛 등의 경

험적, 감각적 속성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가 쉽지 않아 기존의

상점 쇼핑보다는 훨씬 더 강하고 다양한 종류의 지각된 위험을

인지할 수 밖에 없다(양윤, 정미경, 1999).

따라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들의 구매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품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Holbrook

and Hirschman(1982)은 즐거움이나 쾌락 같은 감정이나 느낌

이 주된 결과인 소비경험의 쾌락적 측면에 대해 강조하면서 두

가지 제품유형을 제시하였는데, 가시적이고 객관적인 특성을 가

진 실용적 제품과 소비자에게 즐거운 반응을 유발시키는 무형

적 특성을 지닌 쾌락적 제품으로 구분하였다. 실용적 제품은 소

비자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기능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소비하는 제품이며, 쾌락적 제품은 소비자의 오감을 만

족시키거나 혹은 소비자의 사회 심리적인 상징적 욕구를 충족

시키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제품을 일컫는다(Holbrook
& Hirschman, 1982; Park et al., 1986).

온라인에서 제품유형에 따른 인터넷 쇼핑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Li et al.(1999)의 연구를 살펴보면, 와인이나 화장품처럼

쾌락적 속성이 높은 제품의 경우 온라인에서 소비자의 제품 경

험 증언을 통해 간접적인 제품경험이 가능하지만, 제품의 가시

성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온라인 쇼핑에서 쾌락적 속

성에 대한 구매위험이 실용적 속성에 비하여 더 크게 나타난다

고 하였다.

박재관, 박정은(2009)의 연구에서는 제품의 구매과정에서 소

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제품의 쾌락적 속성과 기능적 속

성이라고 주장하면서 쾌락적 제품은 소비자의 감정적이고 감성

적인 욕구충족으로 사용되고, 기능적 제품은 보다 인지적인 욕

구를 만족시키는데 사용된다고 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광고정

보의 제시유형은 제품특성과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간형

식, 김종필, 2007). 

Kempf(1999)는 서로 다른 제품유형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행

동도 다르게 나타난다고 주장하면서 제품의 정보가치가 제품구

매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광고를 제시할 때 기

능적·쾌락적 제품유형을 구분해서 광고를 해야 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품 유형을 제공 혜택에

따라 쾌락적 제품 유형과 실용적 제품유형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사회증거 메시지 유형을 사용하는 것이 소비자의

설득에 효과적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문제

1) 온라인 화장품 광고의 사회증거 메시지 유형(태도적 사회

증거 메시지, 행동적 사회증거 메시지)에 따른 소비자 설득효

과를 알아본다.

2) 온라인 화장품 광고의 제품유형(쾌락적 제품, 실용적 제품)

에 따른 소비자 설득효과를 알아본다.

3) 온라인 화장품 광고의 사회증거 메시지 유형(태도적 사회

증거 메시지, 행동적 사회증거 메시지)에 따른 소비자 설득효과

에서 제품유형(쾌락적 제품, 실용적 제품)의 조절역할을 알아본다.

3.2. 실험자극물 선정 및 개발

화장품은 일상생활에서 사회증거 메시지와 함께 흔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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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제품으로, 서로 다른 메시지 유형으로 사회증거 메시지가

주어질지라도 광고 메시지가 부자연스럽지 않다. 또한 현실적

으로 화장품 브랜드의 수와 종류가 많아 모든 브랜드를 기억하

는 소비자가 적으므로 가상의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김재휘, 부수현, 2007).

제품유형에 따른 화장품의 대표제품 선정을 위해 2009년 9

월1일-9월7일 사이에 50명의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

이 선호하는 10가지 화장품 제품의 쾌락적, 기능적 특성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 후 각 유형별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2가지 화장품 제품을 대표제품으로 선정하였다. 쾌락적 제품으

로는 향수가, 실용적 제품으로는 화이트닝 제품이 선정되었다.

실험에 사용된 광고자극은 메시지 구성을 제외한 다른 모든

조건에서 동일하게 통제되었다. 4개의 실험조건에 걸쳐 동일한

배경이미지를 바탕으로 가상의 브랜드 명인 IRIS RICCI를 개

발하여 광고에 제시하였고, 가상 브랜드에 대한 정보는 신문기

사 형태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나눠준 후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조건에 따라 주어지는 메시지 처치와 제품 유형 외의 다른

모든 시각적 요인은 통제되었다. 가상의 브랜드를 제작한 이유

는 소비자의 브랜드 태도, 선호도 및 충성도 등이 실험결과에

미칠 수 있는 편향을 통제하기 위해서이며, 주변에서 흔히 접

할 수 있는 프랑스 브랜드명을 차용하여 가상의 브랜드를 개발

하였다. 실험자극물은 광고 기획사에 의뢰하여 4가지 유형의

인터넷 팝업광고 형태로 제작되었다.

3.3. 실험처치 메시지

광고문구작성을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사회증거 메시지에

서 태도적 메시지는 ‘프랑스(일본) 인기평판도 1위 제품’으로, 행

동적 메시지는 ‘프랑스(일본) 구매율 1위 제품’으로 처치하였다.

프랑스와 일본은 화장품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를 가

지고 있으므로 가상 브랜드의 광고문구에 활용하였다. 또한, 실

험자극물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본 실험에 앞서 대학원생 5

명을 대상으로 실험자극의 안면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구체적인

실험자극물은 Fig. 1~Fig. 4와 같다.

3.4. 조사대상 및 실험절차

피험자는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160

명으로 여성이 51.2%, 남성이 48.8%이였으며, 이들의 연령은

20-23세가 34.9%, 24-27세가 47.7%, 28세 이상이 17.4%를 차

지하였다. 월평균 용돈은 20만원 미만이 6.7%, 20만원-30만원

미만이 31.5%, 30만원-40만원 미만이 32.9%, 40만원-50만원

미만이 18.1%, 50만원 이상이 10.7%를 차지하였다.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2(사회증거 메시지 유형: 태도

적 사회증거 메시지, 행동적 사회증거 메시지)×2(제품 유형: 쾌

락적 제품, 실용적 제품)의 집단간 요인설계 방법을 사용하였

으며, 160명의 대학생은 사전에 작성된 참여자 명단을 토대로

4개의 실험조건에 무선으로 40명씩 동등하게 할당되었다.

본 조사는 2009년 10월22일-10월30일 사이에 부산 소재 대

학의 멀티미디어실에서 총 4번의 실험을 실시하였다. 먼저 학

생들에게 실험의 목적은 인터넷 쇼핑몰 팝업창 광고에 대한 소

비자 반응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부

하였다. 그 후 피험자들에게 광고기획사에 의해 제작된 가상 온

라인 쇼핑몰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주소를 알려주었으며, 피험

자들은 온라인 쇼핑몰 접속과 동시에 가상 팝업창 광고자극물

에 노출되었다. 그리고 노출된 팝업광고 자극물에 대한 광고주

목도, 클릭의도 그리고 구매의도를 배부된 설문지에 기록하도

록 하였다. 실험에는 1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Fig. 1.태도적 사회증거 메시지, 실용적 제품

Fig. 2.태도적 사회증거 메시지, 쾌락적 제품

Fig. 3.행동적 사회증거 메시지, 실용적 제품 

Fig. 4.행동적 사회증거 메시지, 쾌락적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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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자료분석방법

자료 분석은 SPSS 14.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t-test, MANOVA, ANOVA분석

을 실시하였다.

3.6. 개념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광고의 주목도는 광고가 시선을 끄는 정도로 조작적 정의하

고 김지영 외(2005)가 사용한 광고효과 측정척도를 바탕으로 ‘시

선을 사로잡음’, ‘집중함’, ‘주의를 끔’, ‘눈에 띔’의 4문항을 사용

하였으며 5점 리커트척도로 측정하였다. 클릭의도는 광고를 클

릭하고 싶은 정도로 조작적 정의하고 ‘클릭할 의사가 생김’, ‘클

릭하고 싶어짐’의 2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측

정하였다. 구매의도는 잠재구매자의 광고 브랜드를 구매하고 싶

은 정도로 조작적 정의하고 Fishbein and Ajzen(1975)의 연구

에서 구매예정, 구매의사, 추천의도의 3개 측정항목을 인용하

여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4. 연구결과

4.1. 실험설계 및 척도의 타당성 검증

4.1.1. 사회증거 메시지 유형에 대한 조작검증

본 연구에서 사회증거 메시지 유형을 태도적 사회증거 메시

지와 행동적 사회증거 메시지로 분류하였다. 조작된 메시지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 광고물의 메시지는

이 제품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자주 그리고 호의적으로 이야

기 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 광고물의 메시지는 이 제

품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선호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 광고물의 메시지는 이 제품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사용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 광고물의 메시지는 이 제품

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구매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의

4가지 문항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로 답하도록 하였다. 이 4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1과 같이 태도적

메시지 인지와 행동적 메시지 인지의 두가지 요인으로 분류되

었다. 두 요인에 대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태도적 메시지 인

지는 태도적 사회증거 메시지 유형(평균=3.75, 표준편차=0.54)

이 행동적 사회증거 메시지 유형(평균=3.50, 표준편차=0.91)보

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2.07, p<0.05). 행동적 메시지 인지는 행동적 사회증거 메시

지 유형(평균=4.27, 표준편차=0.53)이 태도적 사회증거 메시지

유형(평균=2.35, 표준편차=0.58)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

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0.79, p<0.001). 따라서

본 실험에서 사용된 메시지 조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었다.

4.1.2. 제품유형에 대한 조작검증

사전조사를 통해 선별된 두 가지 제품이 각각의 제품유형을

대표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 제품은 나에게 즐거움

을 느끼게 한다’, ‘이 제품은 나에게 기쁨을 느끼게 한다’, ‘나

는 이 제품의 기능을 중시한다’, ‘나는 이 제품이 실용적이라고

생각한다’ 등의 4문항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Table 2와 같이 쾌락적 가치인지와 기

능적 가치인지의 두 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두 요인에 대

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예비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쾌락적 가

치인지는 쾌락적 제품유형(평균=3.60, 표준편차=0.66)이 실용적

제품유형(평균=2.28, 표준편차=0.67)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

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11.99, p<0.001). 또

한, 실용적 가치인지는 실용적 제품유형(평균=4.08, 표준편차

=0.45)이 쾌락적 제품유형(평균=2.19, 표준편차=0.51)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t=-23.67,

p<0.001). 따라서 향수를 쾌락적 제품 유형으로, 화이트닝 제품

을 실용적 제품 유형으로 설정한 실험조작이 성공적으로 되었

음이 확인되었다.

4.1.3.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이 특정차원을 동일하게 설명하

고 있는가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

를 측정하여 내적 일관성에 의한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분석결

과,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변인들의 Cronbach's α
값이 기준치인 0.6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나 높은 신뢰성을 확

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각 변인의 타당성을 검

증하기 위하여 주성분분석에 의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다. 요인의 회전방식은 각 요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직각

회전방식의 하나인 배리맥스(Varimax) 방식을 이용하였다. 요

인에서 도출되는 요인의 수는 아이겐값 1 이상의 기준치와 누

적분산을 사용하여 결정하였으며, 요인적재량이 0.4 이상인 경

우에만 선택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모든 변인들이 의도

Table 1. 사회증거 메시지 유형에 대한 조작검증

메시지인지
사회증거 
메시지유형

N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태도적 
메시지인지

태도적 메시지 80 3.75 0.54
 2.07  0.040*

행동적 메시지 80 3.50 0.91

행동적 
메시지인지

태도적 메시지 80 2.35 0.58
-20.79 0.000***

행동적 메시지 80 4.27 0.53

* p<0.05, *** p<0.001

Table 2. 제품유형에 대한 조작검증

제품가치

인지 
제품유형 N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쾌락적 
가치인지

쾌락적 제품 80 3.60 0.66
 11.99 0.000***

실용적 제품 80 2.28 0.67

실용적 
가치인지

쾌락적 제품 80 2.19 0.51
-23.67 0.000***

실용적 제품 80 4.08 0.45

*** 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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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로 하나의 요인으로 축약되어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4.2. 사회증거 메시지 유형과 제품유형에 따른 설득효과 차

이분석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문제는 온라인 화장품 광고 상황에서

사회증거 메시지 유형 즉 태도적 사회증거 메시지와 행동적 사

회증거 메시지 중에서 어떤 소구 유형으로 구성된 광고 메시지

가 소비자 설득에 더 효과적인가를 검증하는 것이고, 두 번째

연구문제는 제품유형별 설득효과의 차이를 알아보는 것이며, 세

번째 연구문제는 사회증거 메시지 유형별 설득효과에서 제품

유형의 조절효과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MANOVA 분

석과 ANOVA분석에서 사회증거 메시지 유형과 제품유형에 의

한 주효과와 사회증거 메시지 유형과 제품유형과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주효과인 사회증거 메시

지 유형(태도적 사회증거 메시지/행동적 사회증거 메시지) 효과

의 Wilks' Lambda 값은 0.91(F=4.56, df=1, p=0.004)로 유의

하게 나타났다. 사회증거 메시지 유형에 따른 광고주목도, 클릭

의도, 그리고 구매의도의 ANOVA 분석결과, 모든 종속 변인에

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하게 나타난 모

든 종속변인에서 태도적 사회증거 메시지 유형에 대한 광고주

목도(평균=2.82, 표준편차=0.74), 클릭의도(평균=2.64, 표준편차

=0.90), 구매의도(평균= 2.39, 표준편차=0.76)보다 행동적 사회

증거 메시지 유형에 대한 광고주목도 (평균=3.11, 표준편차

Table 3. 측정도구의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구성 개념 측정 문항 요인부하량 아이겐값 분산 Cronbach’s α

광고

주목도

이 팝업광고가 나의 눈에 띄었다 
이 팝업광고가 나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 팝업광고가 나의 주의를 끌었다
나는 이 팝업광고에 집중하였다

0.85
0.83
0.82
0.79

2.73 68.48 0.84

클릭

의도

나는 이 팝업광고를 보고 클릭하고 싶어졌다 
나는 이 팝업광고를 보고 클릭할 의사가 생겼다

0.92
0.92

1.69 84.69 0.81

구매

의도

나는 기회가 되면 이 팝업광고의 제품을 구매할 예정이다
나는 이 팝업광고의 제품을 구매할 의사가 있다
나는 이 팝업광고의 제품을 타인에게 추천할 의사가 있다

0.86
0.81
0.73

1.94 64.87 0.71

Table 4. 사회증거 메시지 유형과 제품유형에 따른 설득효과 차이분석

종속변수

실험집단

사회증거 메시지 유형 제품 유형

태도적 메시지 (n=80) 행동적 메시지 (n=80) 쾌락적 제품 (n=80) 실용적 제품 (n=80)

광고주목도

클릭의도

구매의도

2.82a(0.74)b

2.64 (0.90)
2.39 (0.76)

3.11(0.77)
3.06(0.94)
2.72(0.73)

2.40(0.63)
2.39(0.83)
2.22(0.68)

3.45(0.49)
3.23(0.85)
2.82(0.72)

원천
MANOVA 분석

Wilks’ Lambda  F p

사회증거 메시지 유형
제품유형

사회증거메시지유형×제품유형

0.91
0.50
0.97

4.56
46.14
1.36

0.004
0.000
0.255

원천
ANOVA 분석

종속변수 SS df MS  F p

사회증거 메시지 유형

제품유형

사회증거메시지유형×제품유형

광고주목도

클릭의도

구매의도

광고주목도

클릭의도

구매의도

광고주목도

클릭의도

구매의도

2.55
5.51
3.69
40.10
27.10
13.03
0.25
2.36
0.02

1
1
1
1
1
1
1
1
1

2.55
5.51
3.69
40.10
27.10
13.03
0.25
2.36
0.02

8.39
8.23
7.67

132.01
40.45
27.12
0.82
3.52
0.04

 0.004
0.005
0.006
0.000
0.000
0.000
0.364
0.063
0.829

**
**
**
***
***
***

** p<0.01, *** p<0.001, a: 평균, b: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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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7), 클릭의도(평균=3.06, 표준편차=0.94), 구매의도(평균

=2.72, 표준편차=0.73)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증거 메시지 유형에 따라 광고주목도, 클릭의도, 그리고 구

매의도가 달라진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세부적으로 태도적

사회증거 메시지보다 행동적 사회증거 메시지가 소비자 설득에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다른 주효과인 제품유형 효

과의 Wilks' Lambda 값은 0.50(F=46.14, df=1, p=0.000)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제품유형에 따른 소비자 광고효과의

ANOVA분석에서 광고주목도, 클릭의도, 그리고 구매의도의 모

든 종속변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

용적 제품유형에 대한 광고주목도(평균=3.45, 표준편차=0.49),

클릭의도(평균=3.23, 표준편차=0.85), 구매의도(평균=2.82, 표준

편차=0.72)가 쾌락적 제품 유형에 대한 광고주목도(평균=2.40,

표준편차=0.63), 클릭의도(평균=2.39, 표준편차=0.83), 구매의도

(평균= 2.22, 표준편차=0.68)보다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고주목도와 클릭의도에서 큰 차이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사회증거 메시지와 제품유형에 의한 상호작용효과

의 Wilks' Lambda 값은 0.97(F=1.36, df=1, p=0.255)로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ANOVA분석에서 종속변인

인 클릭의도에서 90.0%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 즉 실용적 제품의 경우 쾌락적 제

품에 비해 행동적 메시지 사용시 클릭의도(평균=3.58, 표준편

차=0.77)가 태도적 메시지 사용시 클릭의도(평균= 2.94, 표준편

차=0.82)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쾌락적 제품의

경우 태도적 메시지 사용시 클릭의도(평균=2.33, 표준편차=0.89)

와 행동적 메시지 사용시 클릭의도(평균=2.46, 표준편차=0.75)

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0.0% 신뢰수준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상호작용 효과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Fig. 5와 같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인터넷 쇼핑몰의 화장품 광고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사회증거 메시지 유형에 따른 소비자 설득효과에서의 차

이를 확인하고 더 나아가 제품유형에 따른 조절효과를 실증하

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각 연구문제의 연구결과에 따

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문제는 어떤 유형의 사회증거 메시지가 화장품

광고의 소비자 설득에 더 효과적인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본 연

구의 실험설계를 통해 사회증거 메시지 유형에 따른 온라인 화

장품 광고 설득효과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행동적 사회증거 메

시지 유형이 태도적 사회증거 메시지 유형에 비해 광고주목도,

클릭의도, 그리고 구매의도에서 더욱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는 행동적 사회증거 메시지가 태도적 사회증거 메시지

보다 소비자에게 설득에 대한 더 강한 동기부여와 신뢰를 형성

하였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 화장품 소비

자 설득에서는 다소 미묘한 태도적 사회증거 메시지보다는 보

다 확연한 정보의 제시라 할 수 있는 행동적 사회증거 메시지

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 사료된다.

두 번째 연구문제는 제품 유형에 따른 온라인 화장품 광고

의 소비자 설득효과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분석

결과, 제품유형의 주효과는 모든 종속변인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용적 제품이 쾌락적 제품보다 사회증거 메시지

광고의 설득효과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가

온라인 화장품 구매과정에서 표현가치적, 상징적 특성이 강한

쾌락적 화장품 제품보다는 기능적, 효율적 특성이 강한 실용적

화장품 제품 구매 시 사회증거 메시지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소비자들은 온라인 구매상황에서 실용

적 화장품 제품 구매 시 쾌락적 화장품 제품 구매 시 보다 주

위의 단서를 근거로 제품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온라인 화장품 광고에서는 일반적인 화장품 제

품의 광고 접근방식보다는 쾌락적 제품과 기능적 제품의 제품

유형을 고려한 사회증거 메시지 광고의 접근방식을 취할 필요

가 있다고 생각된다.

세 번째 연구문제는 사회증거 메시지 유형과 제품유형의 상

호작용 효과를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회증거

메시지 유형과 제품유형 간에 클릭의도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화이트닝 세트와 같은 실용적 제품

Fig. 5.상호작용효과

1) 
유의수준(significance level)이란 연구자나 조사자가 귀무가설이
참인데도 불구하고 잘못하여 의사결정시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오류를 범할 확률을 의미하는데 이를 알파(α)값이라고 하며 보
통 0.01, 0.05 및 0.10으로 설정하여 임계치를 결정하게 된다(정
충영, 최이규, 2002; Sawyer & Peter., 1983). 사회과학에서 10% 유
의수준을 사용한 논문이 다수 있으며, 아래의 논문을 예로 제
시합니다.
김성표. (2007). 기업의 소유구조가 현금보유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연구, 36(3), 739-763.
김석진, 김진수. (2009). 혁신이 부도위험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
연구, 38(3), 773-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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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행동적 메시지를 사용하는 것이 태도적 메시지를

사용하는 것보다 클릭의도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쾌락적 제품에 대해서는 태도적 메시지 사용시와 행동적 메시

지 사용시 클릭의도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제품군에 따라 사용하는 사회증거 메시지 유형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즉, 실용적 제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구매하였다는 행동

적 메시지가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신뢰와 태도를 형성하는데

효과적이지만, 쾌락적 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구

매하였다는 행동적 메시지가 쾌락적 제품이 가지는 자아 가치

표현적 측면에서의 차별성이나 배타성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도 있으므로 태도적 메시지와의 차이가 크지 않

은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사회증거 메시지의 두 가지 유형인 태도적 사회

증거 메시지와 행동적 사회증거 메시지 유형의 개념적 차이를

고려하여 화장품 소비자 설득효과를 살펴본 최초의 연구라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회증거

메시지와 같은 휴리스틱 광고메시지 소구 유형과 제품유형에

따른 광고 효과차이를 입증하였다. 따라서, 온라인 쇼핑몰 마케

터들이 광고를 실시할 때 메시지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기 보다

는 제품유형과 메시지유형을 고려하여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사회증거 메시지를 적용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험집단을 남녀 대학

생으로 한정시킴으로 인한 결과의 일반화에 주의가 요구되며, 실

험자극물 제작 시 최대한 외생 변인의 영향력을 제거하고자 노

력하였으나 광고의 배경이나 제품사진 등의 인식에 있어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향수와 화이트닝

과 같은 특정 화장품 제품만을 실험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모든 화장품 제품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즉, 본 연구결과의 외적 타당성 제고를 위해서는 다양한 제품

카테고리 별로 실험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는 광고 메시지의 유형에 따른 효과를 풍부하게 해석하

고 설명하지는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메시지 구성에 따른

심리적 반응, 메시지 처리과정,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날 수 있

는 주요 변인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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