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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소비자가 제품  서비스 불만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감정  반응 (Anger)이 소비자 불평행동

에  미치는 향을 행동이론 에 하나인 계획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과 결합하여 살펴보

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삼성 핸드폰 애니콜 사용자들이 개설한 ‘소비자의 힘’이란 웹사이트에서 소비자들의 

극 인 활동을 측하기 해서 기존 문헌연구를 통해 감정 인 부분과 인지 인 요인들의 결합을 통한 

모델을 제시하 다. 제시된 모델을 검증하기 해서 "소비자의 힘" 웹 사이트 회원들을 상으로 실증  

분석을 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 다. 온라인 설문은 감정  반응인 분노와 계획행동이론의 변인들(주

 규범, 태도, 행동의도, 행 )과 함께 불평행동 하나인 서명운동의 유무를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수집

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품 서비스에 한 감정  반응(Anger)과 행동이론의 결합이 소비자 행동을 보다 

잘 측하는 것으로 명되었다. 그리고 불평행동의 극  참여 의도는 서명참여 유무를 유의미하게 설명

하 다. 

 ■ 중심어 :∣감정적 반응 (Anger)∣계획행동이론∣삼성애니콜∣소비자활동∣웹사이트∣

Abstract

The present research integrates the core aspects of anger with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o investigate factors influencing online activism in a Web site. This study conducted online 

survey, and the sample was members who joined the V4400 Sobi-ja-heem Web site. The Web 

site Sobi-ja-heem was initiated by a consumer who was irritated at the cell phone manufacturer 

Samsung Inc. because its model, "Anycall" had major product defects such as the malfunction 

of the camcorder, poor tone quality, fuzziness of the screen, and broken text messages. The 

findings suggests that adding anger in 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 enhances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theory in predicting an intention to participate in activities to correct 

the issue, which indicates the possibility of combining emotion and the TPB in the prediction of 

online activ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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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오늘날 기업은 소비자의 욕구를 악하고 반 하기 

해서 조직된 웹 사이트의 활용이 실히 요구된다. 

기업은 웹 사이트를 통해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고객

뿐만 아니라 잠재 인 고객에게도 다양한 정보를 제공

한다. 반면에 웹 사이트는 소비자에게 제품에 한 혹

은 기업 활동에 한 불평행동을 표출하고 더 나아가 

기업을 압박하는데 요한 도구가 되고 있다. 최근 사

회  미디어와 블로그를 통한 소비자들의 네트워크 확

는 기업에게 더욱더 인 존재가 되고 있다. 따

라서 기업이 온라인상에서 펼쳐지는 소비자 불평행동

과 활동에 한 한 처가 필요하다. 기본 으로 

이러한 처방안은 소비자 불평활동에 한 이론  이

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어

떻게 소비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제품  서비스에 한 

불평행동을 표출하는지 그리고 극 인 불평행동의 

요인이 무엇인지에 한 연구가 부족했다. 더불어, 온라

인상에서 소비자의 불평행동에 한 감정  요인의 

요성이 주요하게 다 지지 않았다. 인지  요인과 함께 

감정  반응이 고려되었을 때, 불평행동의 활성화 요인

들을 보다 명확히 밝힐 수 있으며, 업계에서는 그에 

한 구체 인 략방법이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계획 행동 이론과 감정이론을 결합을 통해서 

삼성 애니콜 소비자의 불평 행동을 보다 이론 으로 

근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두 가지 에서 그 의의를 가

진다. 첫째는 온라인상에서 소비자의 극  불평행동

을 설명하는 요인으로서 감정  요인의 요성을 다룬

다는 이다. 둘째는, 감정  요인과 인지  요인의 결

합된 모델을 통해서 온라인에서 소비자의 불평행동에 

한 측력을 높이는 것이다.

Ⅱ. 기존 문헌 연구
이성행동이론 (Theory of Reasoned Action)에서 확

장된 계획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은 인

간의 사회  행동을 설명하기 해서 범 하게 인용

되어 왔다.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소비자들의 구매행

동, 제품의 소비, 소비주의 등을 설명하기 해 계획행

동이론(TPB)을 용되고 있다. Armitage & Conner[4]

의 메타분석에 따르면 계획행동이론은 행동과 행 의

도에 해서 각각 27%와 39%의 설명력을 가진다고 한

다. 계획행동이론에서 행동의 독립변인인 태도  주

 규범과 지각된 행동제약이 소비자의 불평행동을 유

의미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계획행동이론이 행동에 미치는 주요한 변인

에는 감성  요소의 향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5][6]. 왜냐하면 계획행동이론의 개념들인 태도와 주

 규범, 지각된 행동제약이 모두 인지 인 차원에 

한 개념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 행동 특히 소비

자의 행동을 보다 엄 하게 설명하기 해서는 감정

인 요소가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기존 학자들은 소비

자 행동은 인지  구성요소 뿐만 아니라 감정 인 부분

도 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7-10].

McGuire(1969)에 의하면 감정  요소는 기분과 느낌, 

혹은 상에 한 충동을 포함하는 반면, 인지  요소

는 신념, 단력, 그리고 상에 한 태도와 연결되는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Bae[11]의 일반인의 장

기기증에 한 연구에서 각막 이식을 필요로 하는 이들

에게 공감 나 연민의 감정을 계획행동이론과 결합함

으로써 보다 행동의도의 설명력을 높일 수 있다고 밝히

고 있다. Arvola et. al.[12]은 유기농 음식의 구매의도에 

한 독립변인들 에 인지 인 요소와 더불어 감정

인 요소가 유의미한 요인으로 명 되었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도 온라인상에서 소비자들의 제품에 불

평행동을 설명하기 해서 감정  요인을 계획행동이

론에 추가하려고 한다. 감정과 련된 기존 문헌을 살

펴보면 감정은 3가지 으로 설명되어 질 수 있다

[13]. 첫째는 단일차원에서 감정의 범 가 정에서부

터 부정까지 있고, 두 번째로는 감정은 두 가지 척도 즉 

정 인 감정과 부정 인 감정으로 나눠진다. 마지막

으로 감정은 다양하게 나타나며 각각의 감정들이 갖는 

특수한 기능으로서 감정을 표 한다. 슬픔, 두려움, 분

도, 동정, 감정이입 등이 각각 인간행동에 차별 인 기

능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를 들면 연운동과 련

된 연구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 졌던 감정은 두려움 

(fear)이다. 두려움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통해서 흡연행

동을 억제하기 한 실험연구들이 많이 이 졌고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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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 결과를 낳기도 했다[14]. 

소비자 불평행동과 련해서는 제품결함과 서비스 

문제에 해 소비자들이 극 으로 문제해결에 참여

하는 행동에 한 측변인을 설명하기 해서 몇몇의 

연구가 감정  요인을 다뤘다. 그  Lerner and 

Kelter[15]의 평가 경향 기본 틀(appraisal tendency 

framework)에 의하면 분노는 소비자의 재 구매에 행동 

혹은 의도와 서비스불평에 계에서 개변인 

(mediator)의 효과를 발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동

태와 김문섭의 연구에서도 이미 구매한 제품에 한 가

격할인으로 인해 일어나는 소비자의 분노가 회사에 

한 불신과 기업제품 재 구매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

고 밝히고 있다[1]. 재 구매의사 이외에도, 소비자의 

극 인 불평행동으로써는 서명운동, 매체를 통한 

이슈 화, 측근에게 말하기, 행사 조직, 활동 조직 참

여, 기업의 핵심 직원들에게 진정서 보내기, sit-in 조직, 

보이콧 운동 등이 있다. 

본 연구는 감정  기능 에서 분노(anger)가 소비자 

불평행동에 미치는 향에 해서 인지 인 요소와 결

합하여 설명하려고 한다. 분노는 부정 인 사건에 한 

인간의 반응이며, 소비자에게 있어 기업의 제품이나 서

비스의 불만이 부정 인 감정, 화(火) 혹은 분노로 표출

될 수 있다. 기인이론(attribution theory)에 의하면, 기

업에 한 소비자의 분노 발생은 부정  사건에 해서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것이 회사에게 책임이 있으며, 

한 그 사건이 충분히 통제가 가능한 사건이라고 믿기 

때문이다[16][17]. 이러한 분노는 단순이 감정  반응으

로 소비자의 개인 인 차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

양한 미디어와 모임을 통해서 같은 경험을 가진 소비자

들이 조직 으로 불평행동을 표출할 수 있는 장을 마련

하게 된다. 최근엔, 블로그, 트 터, 페이스 북 등과 같

은 사회  미디어  웹사이트를 개설해 보다 조직 으

로 소비자의 불평행동이 표출되고 있다. 

최근에 Turner [18]는 소비자의 분노 감정이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향을 분노활성모델(anger activism 

model)이라 칭하고 이에 한 효과연구를 하 다. 분노

활성모델의 기본 가정은 어떤 문제에 한 개인의 분노 

정도가 높을수록 그 문제를 개선하기 한 혹은 그 문

제를 이슈화하기 한 행 인 참여율이 높다는 것이

다. 다시 말하자면, 분노가 행동의도 혹은 행 자체를 

유도하는 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최근 서문식 외 2

명 (2010)의 연구에서도 보면, 소비자의 부정  감정은 

부정 인 구 과 단체불평행동에 유의미한 향을 미

친다는 연구를 밝힌 바 있다[2]. 

따라서 본 연구의 목표는 웹사이트 안에서 소비자의 

행동을 설명함에 있어 계획행동이론 모델과 함께 서비

스 실패에 한 소비자의 분노가 어떻게 소비자의 조직

 불평행동에 향을 주는 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와 같은 연구문제에 답하기 해서 본 연구는 소비자의 

온라인 행동을 반 하는 사례를 조사하 다. 웹사이트 

‘소비자 힘’은 삼성 핸드폰 V4400 모델 제품에 불만을 

갖은 소비자들이 만들었다. 이 사이트에서 소비자들은 

삼성 핸드폰 V4400의 캠코더의 불량, 음질불량, 흐린 

화면, 메시지 깨짐 상과 같은 제품 결 을 호소하

다. 웹사이트 게시 의 내용을 보면, 소비자들이 기에 

그와 같은 제품의 문제 을 삼성고객센터에 문의했을 

때, 문제에 한 한 처보다는 소비자 사용부주의 

탓으로 문제의 원인을 기인시켰다고 한다.

제품에 해 유사한 경험을 한 소비자들은 본 사이트

에 가입하여. 본인들의 경험들을 공유하고 제품과 서비

스에 문제  등을 게시 에 기재하고 강하게 삼성을 비

난하 으며, 그 이슈의 화를 해서 주요 언론에 투

서를 보내기도 했다. 더 나아가 서명운동을 통해 소비자

보호센터에 문제 을 고발하기도 했다. 본 사례는 소비

자의 불평행동을 살펴보기에 한 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소비자들의 극 인 불평행동에 힘입어 그 이

슈가 공 에 반 되기도 하 다. 이와 같이 온라인상

에서 시작되어 공 의 이슈로 까지 발 하기 해서는 

소비자의 극 인 불평행동 참여가 필수 이다. 따라서 

극  불평행동의 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학계와 실무

인 측면에서 요한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는 극 인 

불평행동을 설명하기 해서 계획행동이론과 분노활성

모델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 다.

Ⅲ. 연구 설계
3.1 가설설정
온라인상에서 계획행동이론의 설명력을 테스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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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1. 계획행동이론의 주요 개념인, 주 인 규범, 

태도, 지각된 행동제약은 삼성애니콜 문제개선을 한 

소비자의 극  참여활동에 향을 미칠 것이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하나의 연구 목 은 감정

 반응(분노)이 온라인 활동을 설명하는데 유용할 것 

인가, 그리고 계획행동이론과 통합된 소비자의 분노반

응이 웹사이트에서 소비자의 문제해결을 한 극  

참여활동에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가이다.

가설2. 소비자의 분노 반응은 웹사이트 삼성애니콜 문

제를 바로잡기 한 참여활동의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분노와 계획행동이론의 통합  모델은 계획행

동이론으로만 설명했던 소비자 참여활동의도 정도를 

보다 더 잘 설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참여활동의도가 실제 인 행동

으로 표출되었는가를 검증하기 해서 소비자의 힘 웹

사이트에서 실시했던 서명운동(소비자보호신고센터)과

의 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계획행동이론의 기존 연구

에 의하면, 행  의도는 실제 인 행동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졌다 (Armitage & Conner, 

2001). 이에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이 가설을 제시하 다. 

가설4. 삼성애니콜 문제를 바로잡기 한 소비자의 

참여활동 의도는 실제 서명운동 참가유무에 향을 미

칠 것이다.

3.2. 조사 설계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소비자의 제품에 한 불평행

동을 살펴보기 해서 실증분석을 실시하 으며, 이를 

한 자료 수집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

상은 ‘소비자의 힘’ 웹사이트 회원들을 상으로 감정

 반응과 계획행동의 주요 개념들로 구성된 온라인 설

문지가 이메일을 통하여 배포되었다. 감정  반응으로

는 분노 (anger), 계획행동이론의 변인들인 주  규

범, 참여 활동에 한 태도, 지각된 행동제약, 행동의도, 

그리고 물리 인 소비자 행동인 서명운동 유무를 조사

하 다. 서명운동은 참여 유무로 응답이 구성되었으며, 

나머지 변인들은 5  척도로 측정하 다. 연구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78개로 불성실한 응답자 2개는 제외되

었다. 본 연구의 분석은 SPSS 12.0 통계패키지를 이용

하여 빈도분석,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 상 계분석, 

단순회귀분석, 계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Ⅳ. 연구방법
4.1 표본
본 연구는 의 가설을 검증하기 해서 ‘소비자 힘’ 

웹사이트 가입자를 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다. 

총 가입자 수는 8천 명가량 되었으며, 웹마스터를 통해

서 일주일 간격으로 가입자 모두에게 이메일을 통해서 

설문이 달되었다. 설문해 답해  응답자는 총 280명 

이었으며 불성실한 응답자 2명은 제외되었다. 이  

86%는 남자 이 고,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25세 다. 

종사하고 있는 직종으로 부분이 직장인 45%로 조사

되었고, 고등학생  학생 48%, 그리고 일부는 기타 

7% 다. 그리고 1일 인터넷 이용시간은 1시간에서 3시

간 사이가 가장 많았다.

표 4.1 인구통계학적 특성

특성 분류 비율(%)

성별
남자 86
여자 14

연령

10대 24
20대 46
30대 25
40대 3

직업

고등학생 22
대학생 26
직장인 45
기타 7

1일 인터넷 이용시간

30분미만 4.4
30-1시간미만 13.3
1-3시간미만 41.4
3-5시간미만 17.7
5-7시간미만 12.7
7시간 이상 1.5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 Vol. 11 No. 12224

4.2 측정
우선 계획행동이론의 개념을 측정하기 해서 기존 

계획행동이론[19]에서 사용하 던 항목과 척도를 본 연

구에도 용하 다.

주  규범(Subjective Norm). 계획행동이론의 주

 규범의 의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주 사람들에 

한 자신의 가정이다. 즉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그

들이 그 행동을 정당화 하겠는가 그 지 않겠는가에 

한 나의 단이다. 이를 측정하기 해 두 개의 아이템

이 사용되었고, 척도는 리커트 5  척도를 이용하 다 

(1=강한부정에서 5=강한 정) - (가) “내가 삼성애니콜 

문제개선을 한 활동에 참여한다면 내 주 의 사람들

은 으로 동의할 것이다,” (나) “내 주 의 사람들은 

내가 삼성애니콜 문제개선을 한 활동에 참여해야한

다고 생각할 것이다.” 

참여활동에 한 태도 (Attitude toward the 

movement). 계획행동이론에서 태도는 행동에 한 

인 정과 부정  평가를 나타난다. 이를 측정하기 

해서 아래와 같은 항목에 리커트 5  척도를 실시하

다 (1=강한부정에서 5=강한 정) - (가) 나는 삼성애

니콜 문제개선을 한 활동에 참가하는 것이 좋다, (나) 

나는 삼성애니콜 문제개선을 활동 참가하는 것은 명

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 나는 삼성애니콜 문제개선

을 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라) 삼성애니콜 문제개선에 한 활동참여는 기쁜 일

이다, (마) 이 활동참여는 만족스러운 일이다, (바) 이 

활동 참여는 흥미로운 일이다.

지각된 행동제약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계

획행동이론에서 지각된 행동제약은 개인이 실제로 그 

문제 개선활동에 참여해서 그 문제가 어느 정도 개선 

될 것인가에 해 개인이 느끼는 지각을 말한다. 이를 

측정하기 해서 두 개의 아이템을 리커트 5  척도 

(1= 매우 부정 , 5=매우 정 )로 조사하 다 - (가) 

당신은 삼성애니콜 문제 개선을 한 활동 참여에 어느 

정도 한계 을 느끼는가?, (나) 당신은 삼성애니콜 문

제에 한 본인의 참여 활동이 문제 개선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설문참여자들의 지각

된 행동제약에 한 평균값은 (M=3.18, SD=.91)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행동의도 (Intention to participation). 계획행동이론

에서 행동 의도는 행동을 측하는 주요한 변인이다. 

본 연구에서 행동 의도는 불평행동으로서 삼성애니콜 

문제 개선 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에 해서 리커

트 5  척도 (1=강하게 부정한다, 5=강하게 정한다)

를 이용해서 두 항목을 조사하 다-(가)나는 삼성애니

콜 화기 문제를 개선하기 한 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나)나는 미래에 삼성애니콜 문제를 개선하기 

한 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분노 (Anger). 본 연구에서 분노 반응의 상은 삼성

애니콜 V4400 제품과 서비스 문제를 일으킨 삼성이다. 

소비자의 분노의 감정을 측정하기 해서 본 연구는 리

커트 5  척도 (1=강한 부정, 5=강한 정)를 이용하

고, 세 가지 항목으로 질문하 다-(가)나는 삼성애니콜 

문제와 련해서 삼성에 해 분노를 느낀다, (나)나는 

삼성에 해 불쾌감을 느낀다, (다)나는 삼성에 해 강

한 분노를 느낀다. 항목에 한 타당성 (Reliability) 검

증을 해본 결과 상 계수 Cronbach‘s α 값이 .84로 타당

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서명운동. 제품의 문제 과 서비스에 한 불만을 소

비자보호신고센터에 신고하기 해서 실시되었던 서명

운동은 불평행동의 실질 인 참여를 보여주는 변인이

다. 응답자들은 서명운동의 참여 유무를 묻는 문항에 

“ ” 혹은 “아니요”라고 답하 다. 

4.3 신뢰성 분석
본 연구는 측정항목에 한 신뢰성 평가를 해서 내

일 성에 의한 척도의 신뢰성 평가방법인 α 계수를 

이용하 다. 일반 으로 Cronbach‘s α 계수는 높을수록 

바람직하며 사회과학분야에서는 .06이상이면 수용할 

만한 것으로 여겨진다.

표 4.2 측정항목의 Cronbach's α 계수 

측정변수 항목수 Cronbach‘s α

주관적 규범 2 .86
참여활동에 대한 태도 6 .87

지각된 행동제약 2 .63
행동의도 2 .80
분노 3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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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타당성 분석
본 연구는 타당성 검증을 해서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요인분석에서 요인을 구성하는 항목들이 정수

이상의 상 계를 가져야 하는데 이를 검정하기 

해서 본 연구에서는 KMO (Kaiser-Mayer-Olkin) 값과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이용하 다.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4.3 KMO 값과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변  수 KMO 값 Cronbach‘s α

주관적 규범
참여활동에 대한 태도

기각된 행동제약
행동의도, 분노

.847
1835.281

.000

KMO 값은 0.847로 높게 나왔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결과에서는 유의 확률이 0.000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본 연구를 해 수집된 표본자료는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충분한 기본 가정을 충족시켰다. 본 연구에

서는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해서 주성분 분석을 사용

하 으며 요인의 회 방식은 Varimax 회 방식을 채

택하 다. 요인분석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4.4 변수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참여활동태도(가) .623
참여활동태도(나) .676
참여활동태도(다) .673
참여활동태도(라) .764
참여활동태도(마) .767
참여활동태도(바) .779

분노(가) .878
분노(나) .871
분노(다) .777

주관적 규범(가) .878
주관적 규범(나) .841
행동의도(나) .830
행동의도(가) .758

지각된 행동제약(가) .732
지각된 행동제약(나) .623

Eigen Value 3.061 2.709 2.408 1.971 1.792
설명된 분산 20.409 18.057 16.051 13.143 11.943

요인분석 결과 5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이는 기존 이

론에서 개념들 간의 계가 상호배타 이라는 을 다

시 한 번 입증해 주었다. 그리고 요인 재치가 0.4이상

이었으며, 총설명력은 79.603%으며 각 요인들의 Eigen 

Value가 모두 1보다 크다. 따라서 해당 요인들을 인정

할 수 있다. 

4.5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연구가설 검증을 한 회귀분석을 시행하기 에 각

각의 변인들 간의 계를 상 계 분석을 통해 살펴보

았다. 

표 4.5 변인들 간 상관관계분석

주  
규범

태도
지각된 
행동
제약

분노
행동
의도

주  규범 1
태도 .472** 1

지각된 행동
제약

.380** .483** 1

분노 .413** .350** .264** 1
행동
의도

.478** .700** .538** .38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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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품문제 개선을 한 

활동 참여행동의도와 주  규범, 태도, 지각된 행동 

제약, 분노는 유의미한 상 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태도와 행동의도와의 상 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Ⅴ. 결과

첫 번째 가설은 세 가지 독립  변수 (주  규범, 

태도, 지각된 행동제약)들이 삼성애니콜문제 개선활동

에 한 참여의도를 유의미하게 측하고 있는지에 

한 물음이다.  이를 검증하기 해서 SPSS 통계 로그

램을 이용해 다 회기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지각

된 활동제약(β =.31, p<.001)과 태도(β =.34,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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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의미하게 행 의도를 측하 다. 하지만 주  

규범은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지 못했다 (β =.08, p 

=.185). 이 모델의 설명을 보여주는 R² 값은 0.402, 즉 

이들 변수가 문제개선 활동 참여의도를 40.2%를 설명

한다고 볼 수 있다.

표 4.6 계획행동 변인들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변인

참여행동의도

F값 R²표 화계수
Beta

p 값

주  규범 .08 .185

54.531*** .402***
지각된 행동
제약 

.31 .000

참여활동에 
한 태도

.34 .000

***p<.001

두 번째 가설은 웹사이트 사용자들의 분노가 그들의 

문제개선 활동의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지에 

한 것이었다. 분석결과를 보면 사용자들의 분노가 (β = 

.38, p < .001)  유의미한 변인으로 명되었다. 이 모델

의 R² 값은 0.146, 즉 분노는 14.6%로 소비자의 힘 가입

자들의 참여행동의도를 설명하고 있다.

표 4.7 감정적 반응과 행동의도 간 회귀분석

변인

참여행동의도

F값 R²표 화계수
Beta

p 값

분 노 .38 .000 13.346 .146***
***p<.001

세 번째 가설은 계획행동이론과 분노가 결합한 모델

이 문제해결 참여의도를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를 살펴

보기 한 것이었다. 이를 분석하기 해서 SPSS 로

그램을 이용해 계  다 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 다. 그 결과 계획행동

모델에 분노가 더해졌을 때 R² 수정 값은 .022 (p < 

.001) 다. 즉 결합한 모델이 문제해결 참여의도에 한 

설명력이 2.2%정도가 늘어났다. 

표 4.8 계획행동이론 모델과 감정적 반응 모델의 결합

변인
참여행동의도

F값 수정된R² 
표 화계수Beta p 값

주  규범 .07 .165

58.875 .422***

지각된 행동
제약 

.29 .000

참여활동에 
한 태도

.32 .000

분노 .24 .01
***p<.001

네 번째 가설은 행동의도가 실제 으로 행 를 측

하는지를 살펴보기 한 것 이었다. 즉 삼성애니콜 문

제해결을 한 활동 참여의도가 실제 웹사이트에서 이

졌던 소비자보호센터 투고를 한 서명운동의 참여

유무를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는가에 한 질문이었

다. 이를 검증하기 해서 SPSS통계 로그램을 이용

한 독립 t-test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 서명운동에 참여

한 집단 행동의도 (M=4.40, SD=.66) 과 참여하지 않은 

집단 행동의도(M=3.90, SD=.71)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t(183) = 2.06, p < .05.

Ⅵ. 논의

본 연구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제품에 

한 문제 혹은 서비스 문제를 개선하기 해서 얼마나 

극 으로 개선 활동에 참여하는지를 계획행동이론과 

감정  반응을 통해서 살펴 본 연구이다. 연구결과를 

통해서 계획행동의 변인들 에 이슈에 한 태도와 지

각된 행동제약 변인들이 유의미하게 문제개선 활동 참

여 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명되었다. 그리고 

감정  변인인 분노 역시 유의미하게 문제개선 활동의

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명되었다. 더불어, 계획행

동이론과 분노가 결합된 모델은 행동의도에 한 설명

력을 증가시켰다. 더불어 계획행동이론의 기본 가설 

에 하나인 행동의도와 행동 간에 계 역시도 유의미하

게 명되었다.

한편, 계획행동이론의 변인들 에 주 인 규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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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들의 문제해결을 한 활동 참여의도에 유의미

한 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에 한 몇 가지 이유를 고

려해 볼 수 있다. 우선, 온라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 

즉 표본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들

은 설문에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 보다 더 이슈에 심

이 많을 수 있다. 이 문제를 통계 으로 해결하기 해

서 표본의 편향성 부분을 Skewness 값을 통해 살펴보

았다. 그 결과 Skewness 값이 -0.4가 나왔다. 이 값이 

의미하는 것은 표본의 편향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다. 일반 으로 Skewness 값이 -1이하 혹은 +1이상일 

때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 가능성은 주  규

범이 온라인상에서 소비자의 극  참여활동을 설명

하는데 미약한 변인이라는 것이다. 기존의 계획행동이

론이 오 라인 상에서 주로 검증되었기 때문에 온라인

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못했다. 이에 한 연구가 앞으

로 좀 더 이 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하나의 요성은 감정  요인인 분노

의 효과이다. 분노는 그 자체로 소비자의 문제개선 활

동 참여의도에 유의미한 향을 주었고, 계획행동이론

모델과 결합되었을 때 소비자 행동을 측하는데 보다 

낳은 설명력을 제공했다. 즉 소비자의 감정  반응은 

인지  반응 못지않게 소비자 행동을 측하는데 요

한 변인이다. 따라서 소비자 반응과 행동에 한 보다 

정 한 측을 해서는 인지   감정  요소 모두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러한 결

과는 실무 종사자와 학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

는 소비자의 감정  반응에 어떻게 처해야 하는 가에 

한 문제이다. 소비자의 감정  반응을 하게 리

할 수 있는 략들이 요구된다. 를 들면 즉각  소통

매체인 SNS를 통한 소비자 불만해소  소비자의 의견

수렴은 감정 인 반응에 효과 인 략이 될 수 있다. 

둘째는 감정  요소가 기업 이미지 혹은 명성에 미치는 

향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문제개선 활동참여

의도를 종속변인으로 다뤘지만, 기업의 이미지와 명성

에 감정  변인이 의미 있는 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이는 향후 연구를 통해서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기존의 계획행동이론연구에서 이미 증명되었

던 행 의도와 행 간의 계는 소비자의 힘 웹사이트 

가입자들에게서도 유의미한 계로 나타났다. 이 계

를 밝히는데 있어서 참여의도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서

명운동 참여유무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로지스틱 통계

를 사용할 수도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서명운동 참여

유무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고 독립 t-test를 실시하

다. 설문이 행동의도를 묻는 설문과 서명참여유무를 묻

는 설문이 동시에 실시되었기 때문에 참여집단과 불참 

집단들 간에 행동의도차를 보는 것도 타당하다고 사료

되었다. 

의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에서 한계 을 갖는다. 먼  방법론  한계 이다. 본 

조사에서 실시한 온라인 서베이는 응답률이 극히 조

하 다. 물론 표본이 정규분포를 나타냈다고 하더라도, 

실제 모집단에 한 특성을 표하는 지에 한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두 번째, 감정  반응에 한 조사가 분

노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물론 분노가 부정 인 

감정 에 표 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보다 다차원

인 감정  반응에 한 측정이 요구된다. 를 들면, 서

문식 외 2명 (2010)이 측정했던, 실망감 혹은 배신감 등

의 부정  감정 반응도 소비자의 불평행동을 측하는

데 요한 변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정리하자면, 본 연구는 제품  서비스 문제에 한 

소비자의 인지 이고 감정  반응들이 어떻게 온라인

상에서 소비자의 극 인 참여행동에 향을 주는지

에 한 이론  근을 시도한 것이다. 결과 으로 소

비자의 분노, 이슈에 한 태도, 그리고 그 문제에 한 

지각된 행동제약이 소비자의들의 행 의도를 잘 측

하는 변인들로 명되었다. 이러한 결과의 요성은 첫

째, 감정 부분이 소비자 불평행동을 설명하는데 반드

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을 시사했으며, 둘째 설문 상 

웹사이트의 이름처럼 소비자의 힘은 뉴미디어의 발

과 함께 날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기업은 소

비자 한 사람의 권리까지도 존 해야 하는 시 에 직면

에 있다. 소비자 한 사람이 블로그를 만들 수 있고, 웹

사이트를 개설할 수 있으며, 사회  미디어를 통해서 

폭넓게 이슈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은 기업이 소비자의 감시로부터 피할 

수 있는 사각지 가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

업은  투명 인 운 , 고객 심의 서비스, 윤리  기업

의식, 소통하는 기업, 다수의 소비자뿐만 아니라 각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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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소비자들까지 만족시켜야 하는 도 을 받고 있

다. 더불어 소비자의 감정  반응에 한 실용 인 

리 모델과 략들이 필요하다. 이는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민의 계에서도 실히 요구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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