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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innovation concept is advocating the importance of the customer roles in firm’s innovation. As a result, 

crowdsourcing community is drawing attention as a strategic asset for open innovation across diverse industries. 

Considering that the goal of crowdsourcing community is harnessing innovative ideas,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user-favorable and organization-adoptable ideas can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idea crowdsourcing. In our 

approach, we extract idea content-based characteristics such as subjectivity, negativity, prosocialneess, and depth 

of idea to examine what are the factors that affect user preference and organizational adoption. An analysis of 71,134 

ideas from MyStarbucksIdea.com shows tha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user-favorable and 

organization-adoptable ideas in terms of idea characteristics. Lastly, both theoretical and managerial implications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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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이라는 용어는 

‘ ’(crowd)과 ‘아웃소싱’(outsourcing)의 합성어

로서 2006년 Jeff Howe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1]. 크라우드소싱 개념을 처음 용한 기업인 “이

노센티 ”는 1998년 설립되었는데, 해결하기 어려

운 다양한 문제들에 한 해답을 해당 분야와는 

다른, 다양한 분야의 문가들에게 상 공모하

다. 이노센티 는 기  이상의 성과를 얻음으로써 

크라우드소싱이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서 갖는 가

능성에 해 보여  바 있다. 이후 크라우드소싱의 

개념은 웹 2.0의 확산에 힘입어 공공분야에서부터 

민간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용되기 시작하 다[2]. 최근 서울시에서는 “천만상

상 오아시스”1)라는 온라인창구를 만들어 공무원

이 아닌 일반 시민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시정에 반 하고 있으며, 델 컴퓨터,2) 스타벅스,3) 

아마존 닷컴4) 등 다양한 분야의 여러 기업들도 조

직 신을 한 방법으로써 크라우드소싱을 극 활

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이들 기업에서는 일

반 으로 하여  신제품 개발과 같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역이나 기존 서비스  

제품의 개선  식별 등 과거에는 외부 문가나 

기업 내부에서 해오던 일들을 소비자나 의 참

여로 해결하려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크라우드소싱에 한 심이 증 되면서 련 

연구도 보다 활발히 개되고 있다. 재까지의 

크라우드소싱 련 연구는 주로 개념에 한 정의

를 비롯해 오  이노베이션, Co-creation 등 기존 

유사 개념들과의 계 정립[3-6], 크라우드소싱에 

한 참여 동기[3, 7], 크라우드소싱의 효과성과 가

치[8-10] 등에 한 주제를 심으로 진행되어왔

다. 그  기업 입장에서 가장 심을 갖고 있는 

1) http://oasis.seoul.go.kr/.

2) http://www.ideastorm.com/.

3) http://www.mystarbucksidea.com/.

4) https://www.mturk.com/.

분야는 크라우드소싱의 효과성에 한 연구로 볼 

수 있다. 크라우드소싱을 통해 얻은 아이디어가 

기업 입장에서도 과연 유용할 것인지에 해서는, 

특히 크라우드소싱을 신의 도구로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있어 매우 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 까지 이 분야에 한 연구

는 주로 개념 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거나 제한된 

은 수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되어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타벅스에서 운  인 크

라우드소싱 커뮤니티의 사례를 기반으로 고객이 

선호하는 아이디어와 기업이 수용하는 아이디어 간

에 아이디어의 특성 차원에서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 차이가 크

라우드소싱 커뮤니티를 통해 기업 신을 추구하는 

기업에게 어떠한 시사 을 주는지에 해 논의하

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크

라우드소싱 분야의 련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고, 

제 3장에서는 연구 모형과 가설에 해 설명한다. 

제 4장에서는 실험 상이 되는 데이터에 한 설

명과 실험방법에 해 설명한다. 제 5장에서는 실

험결과와 함께 그 의미에 해 논의하고 마지막으

로 제 6장에서 결론을 맺는 순으로 진행된다. 

2. 문헌 연구

크라우드소싱은 기업활동의 과정에 소비자 는 

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를 개방하고 참여자의 

기여를 통해 기업활동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으로 정의될 수 있다[3]. 과거 기업들은 기업 내부

의 인력이나 외부 문가를 고용하여 새로운 상품

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닫힌(closed)” 방식의 기업 

신을 추구하 다. 그러나 기술의 속한 발 과 

소비자 요구사항의 빠른 변화는 상품과 서비스의 

생명주기를 단축시켰다. 한, 문 인력들의 빈번

한 이동으로 인한 회사 내부 지식 리의 어려움은 

기존의 근 방식이 갖는 신구조의 한계 을 드

러내게 되었다[1].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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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기존의 닫힌 신구조에서 탈피하여 외부 자

원을 극 활용하기 한 외부 경로를 열고 일부 

내부 자원을 공유하는 열린 신구조로 변화하게 

되었다. 특히 최근의 웹 2.0 기술에 기반한 정보기

술의 발 은 외부 자원의 효과 인 활용을 가능  

함으로써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 

크라우드소싱은 조직 외부의 능력을 활용한다는 

에서 아웃소싱(out-sourcing)과 유사하지만 일

반 으로 소수의 문가가 아닌 다수의 일반 

이 주체가 된다는 에서 개념의 차이가 있다[11]. 

co-creation은 여러 사람의 업을 필요로 한다는 

에서, 그리고 오 소스 운동에 함께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에서 크라우드소싱과 유사하다. 하

지만 co-creation은 문화된 기술이나 지식을 가

진 사람이 참여한다는 에서 일반 으로 비 문

가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크라우드소싱과는 구별된

다. Paul Sloane은 크라우드소싱은 오 이노베이

션을 한 방법 인 개념이며 성공 인 오 이노

베이션을 해서는 크라우드소싱을 히 용하

는 것이 요함을 언 하고, 이를 해서는 

한 동기부여와 보상 등 여러 고려요소들이 있음을 

논의하 다[12]. 특히 크라우드소싱 참여동기  보

상과 연 해서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크라우드소싱 참여동기는 크게 내부  동기와 외

부  동기로 나뉘는데 내부  동기는 기업활동에 

참여하는 즐거움, 제안하는 아이디어의 컨텐츠에 

한 애착 등이 있으며[7] 상  등의 직 인 보

상이나 개인의 명성 등은 외부  동기로 분석되었

다[3]. Bretschneider et al.은 크라우드소싱에 참여

하는 동기에 따라 제안된 아이디어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지를 분석하 으며 자신이 좋아하는 기업

의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는 즐거움과 아이디어 제

안으로 얻게되는 명성이 동기가 되었을 때 아이디

어의 질이 가장 높아짐을 밝힌 바 있다[13]. 

 다른 련연구 분야는 크라우드소싱된 결과물

의 특성과 그 가치에 한 연구인데 아직 그 요

성에 비해 이 분야에 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

어지지는 않은 상태이다. Paul은 크라우드소싱 커

뮤니티에서 조직이 수용하는 아이디어의 특성을 

Roger가 제시한 기존의 신 확산 이론에 근거하

여 검증하 는데 상  이 이나 합성 등 기존 

신수용에서 밝힌 요인은 크라우드소싱 커뮤니티

에서의 조직 수용에 유의미하지 않음을 보 다[14]. 

Poetz는 문가에 의해 얻은 결과물과 비 문가들

이 참여한 크라우드소싱에 의해 얻은 결과물을 비

교하 는데 크라우드소싱을 통해 얻은 아이디어가 

상 으로 구 가능성 측면에서는 떨어지나 참신

성 측면에서는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2]. 이 

분야에 한 연구는 지 까지 주로 개념 인 차원

에 머무르거나 수작업을 통한 데이터 분석의 제한

으로 인해 사례연구, 혹은 제한된 수의 데이터

를 기반으로만 진행되어왔다. 크라우드소싱의 실

제  활용에 시사 을  수 있는 보다 실증 인 

연구가 필요하다.

3.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는 아이디어에 한 고객 선호와 조

직 수용에 향을 미치는 아이디어 특성에 한 

연구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제안하 다. 우선 종

속 변수는 고객 선호와 조직 수용 두 가지이다. 고

객 선호는 고객들이 얼마나 해당 아이디어에 해 

동의하고, 정 인 반응을 나타내는가를 의미하

는 변수이다. 반면 조직 수용은 기업이 조직 신

을 해 해당 아이디어를 수용할만한지를 나타내

는 변수이다. 그 외 변수  가설에 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3.1 주 성

아이디어의 주 성은 해당 아이디어의 내용이 

얼마나 주 인 어조로 기술되었는지에 한 정

도를 나타내는 변수이다. 자연 언어에서의 주 성

이란 주로 의견이나 평가, 추측 등을 나타낼 때 사

용되는 언어의 측면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주 성

이 높을수록 해당 의견에는 자의 감정이 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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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모형

이 담기게 된다[15]. 반면, 객 성이 클수록 립

인 정보를 달하게 된다. 

주 성 분석은 일부 고객 리뷰 련 연구에서 

진행된 이 있다[16, 17]. 이들 연구에서는 고객 

리뷰의 주 성과 해당 리뷰에 하여 다른 고객이 

느끼는 리뷰 유익성  제품 매량과의 연 성을 

분석하 다. 그 결과, 고객 리뷰는 주 성이 높을

수록 고객들로부터 보다 더 유용한 정보로 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주 성이 높은 의견이 상 으로 고객이나 기업

에 호감을  수 있는 요소가 더 크다고 단하

다. 객 인 사실을 달하는 경우보다 감정 인 

단과 평가가 담긴 아이디어가 달력이 클 것이

라 단하 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첫 번째 가설

은 다음과 같다.

H1a：아이디어를 표 하는 메시지의 주 성은 

고객 선호에 정 인 향을 미친다.

H1b：아이디어를 표 하는 메시지의 주 성은 

조직 수용에 정 인 향을 미친다.

3.2 부정성

아이디어의 부정성은 해당 아이디어의 내용이 

얼마나 부정 인 어조로 기술되었는지에 한 정

도를 나타내는 변수이다. 온라인 환경에서 일반

으로 부정 인 메시지는 립 이거나 정 인 

경우보다 빠르고 리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18]. Mudambi et al.은 아마존닷컴 고객리뷰 데

이터를 기반으로 부정 인 리뷰의 향력에 하

여 연구한 바 있다[19]. Naveed et al.은 트 터 상

에서 어떠한 트윗이 더 빠르고, 멀리까지 리트윗

(retweet)되는가에 한 연구를 진행하 고, 분석 

결과 온라인 소셜네트워크 상에서 부정 인 메시

지가 더 리 확산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18]. 

이처럼 부정 인 메시지가 상 으로 더 큰 구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정 인 아이디어에 

해 고객들 사이에서 더 큰 반향을 일으킬 가능

성이 클 것으로 측할 수 있다. 기업입장에서도 

정 인 경우보다 부정 인 내용의 아이디어에 

해 더 많은 심을 기울이고 이를 채택할 가능

성이 크다고 단하 다. 이에 두 번째 가설은 아

래와 같다.

H2a：아이디어를 표 하는 메시지의 부정성은 

고객 선호에 정 인 향을 미친다.

H2b：아이디어를 표 하는 메시지의 부정성은 

조직 수용에 정 인 향을 미친다.

3.3 친사회성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과의 계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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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하며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 함께 세상을 살

아가는 법을 배우게 된다.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사회 으로 

정  결과를 가져오는 행동을 보이게 되는데 이를 

친사회  행동이라 한다[20]. Bar Tal은 친사회  

행동을 외 인 보상을 기 하지 않고 타인에게 유

익하게 해주기 해 자발 으로 수행하는 행동으

로 정의하 으며[21] Dawkins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모든 자발 이고 의도 인 행동으로 정의하

다[22]. 이처럼 친사회  행동은 개인의 이익보

다 사회 공익을 추구하는 행동이라 볼 수 있다.

Moyer-Guse는 친사회  메시지가 수용자로부

터 더 은 심리  항을 가져오며 수용자의 태

도와 행동변화에 정  향을 끼침을 밝힌 바 

있다[23]. 본 연구에서도 친사회 인 내용의 아이

디어일수록 고객들로부터 정 인 반응을 가져올 

것으로 측하 다. 한편,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기업의 사회  책임활동이 랜드 이미지  고객 

충성도 제고에 정  효과를 가져온다는 결과가 

있다[24, 25]. 이러한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기업 입장에서도 친사회 인 내용의 아이

디어의 수용에 보다 더 극 일 것으로 단해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설은 다음과 같다.

H3a：아이디어를 표 하는 메시지의 친사회성은 

고객 선호에 정 인 향을 미친다.

H3b：아이디어를 표 하는 메시지의 친사회성은 

조직 수용에 정 인 향을 미친다.

3.4 길이

아이디어의 길이는 해당 아이디어가 얼마나 길

게 기술되어 있는지를 의미한다. 기존 연구에서 

메시지의 길이는 해당 내용의 우수성  가독성과 

유사 의미로 정의되어 사용된 바 있다[26, 27]. 

온라인 고객리뷰 커뮤니티에서는 리뷰의 길이가 

길수록 제품  서비스에 해 보다 자세한 설명

이 포함되는 경향이 있으며, 그 결과 리뷰의 길이

가 해당 리뷰의 선호도  유용성과 연 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19]. Blumenstock은 표 인 

크라우드소싱 백과사 으로 알려진 키피디아에

서 컨텐츠의 질을 측정하기 해서 단어의 수로 

측정하는 간단한 측정방법을 보여주었는데, 분석 

결과 단어의 수는 실제로 컨텐츠의 우수성과 연

이 있었다[28]. Behrend et al.은 메시지의 길이를 

가독성의 정도를 측정하기 한 수단으로 사용하

다[29]. 한 Hong et al.은 메시지의 우수성에 

한 랭킹을 기 으로 만든 모델과 단어의 수를 

기 으로 하여 만든 모델이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보 다[30]. 이러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

에서도 길이가 긴 아이디어가 유용성, 우수성  

가독성 측면에서 우수하며 고객이나 기업에게 호

감을  수 있는 요소가 더 크다고 가정하 다. 따

라서 마지막 가설은 아래와 같다.

H4a：아이디어를 표 하는 메시지의 길이는 고객 

선호에 정 인 향을 미친다.

H4b：아이디어를 표 하는 메시지의 길이는 조직 

수용에 정 인 향을 미친다.

4. 연구 방법

4.1 데이터 수집

스타벅스사에서는 2008년 3월, 기업 신을 한 

아이디어를 고객들로부터 직  제안 받는 크라우

드소싱 커뮤니티인 마이스타벅스 아이디어를 개설

하 다. 재(2012년 6월)까지 총 10만 개 이상의 

고객 아이디어를 수집하 다.

마이스타벅스 아이디어에서 이루어지는 아이디

어 크라우드소싱은 “Share → Vote → Discuss → 

See”의 차를 따라 진행된다. 고객은 스타벅스의 

제품, 서비스 혹은 커뮤니티 발 을 한 아이디

어를 제안하고 공유(Share)한다. 공유된 아이디어

는 다른 고객들의 투표(Vote)에 의해 선호도가 

수로 매겨지며 이 과정에서 고객들은 자신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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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마이스타벅스 아이디어 화면 

<표 1> 마이스타벅스 아이디어의 메뉴 카테고리

제품 련 아이디어 서비스 련 아이디어 사회 참여 아이디어

커피, 에스 소 음료 28,762 주문, 결제 & 포장 7,109 커뮤니티 력 4,266

라푸치노 음료 2,665 매장 & 지역 12,827 사회  책임 8,169

차 & 기타 음료 8,696 기타 아이디어 9,889 기타 아이디어 5,131

음식 13,589 USA 기타 지역 1,211

상품 & 음악 7,020

스타벅스 카드 9,469

새로운 기술 1,884

기타 아이디어 9,454

을 댓 로 등록함으로써 보다 자세한 토론(Discu-

ssion)이 이루어진다. 이후 스타벅스 경 진은 각

각의 아이디어를 평가하여 채택 가능성이 높은 아

이디어를 선별하고 최종 내부 의사결정을 통해 채

택되거나 기각한다. 채택된 아이디어는 구체 인 

반  결과가 “Ideas in Action” 페이지에 게시된다

([그림 2] 참조). 이 과정은 커뮤니티 내에 공개되

어 고객들은 공유된 아이디어의 검토 여부, 채택

여부, 반  결과를 직  볼(See) 수 있게 되어 있

다. 아이디어는 <표 1>과 같이 총 15개의 카테고

리로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는 마이스타벅스 아이디어에 게시된 

아이디어를 데이터로 수집하 으며 이를 해 

용 웹 크롤러를(Web Crawler)를 개발하 다([그

림 3] 참조). 2012년 7월 10일부터 약 2주일에 걸

쳐 크롤링을 수행하여 아이디어 내용과 함께 제목, 

아이디어 상태, 투표 수, 게시 날짜, 카테고리 정

보 등을 비롯한 12개 항목에 한 정보를 수집하

다. 

결과 으로 71,134개의 아이디어를 추출할 수 

있었으며 이  결측치를 갖고 있는 아이디어와 

어 이외의 언어로 기술된 아이디어, 그리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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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데이터의 기술  통계 자료

아이디어(자료형) 최소값 최 값 평균 는 비율 표 편차

주 성(이진형) 0 1 0.86 -

부정성(연속형) -47 126 2.04 4.63

친사회성(이진형) 0 1 0.21 -

길이(연속형) 5 2777 96.04 88.82

고객 선호(연속형) -690 70520 -1.19 284.79

조직 수용(이진형) 0 1 0.02 -

목을 포함한 아이디어의 내용이 다섯 단어가 넘지 

않는 4,147개의 아이디어는 삭제되었다. 최종 으

로 66,987의 아이디어가 본 연구를 한 실험에 사

용되었다.

[그림 3] 웹크롤러 로그램 동작 화면

4.2 변수 설명

이번 에서는 앞서 제안한 연구모형 내의 각 

변수에 한 조작  정의를 설명한다. 우선 종속 

변수는 고객 선호와 조직 수용이다. 고객 선호는 

각 아이디어가 다른 사용자들의 투표를 통해 받은 

선호도 수로 측정하 다. 각 고객들은 동의하는 

아이디어에 해서는 10 을 가산할 수 있으며 반

하는 의견에 해서는 10 을 감산할 수 있다. 

따라서 고객들이 선호하지 않는 아이디어의 경우, 

음의 값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조직 수용은 제안

된 아이디어에 하여 기업이 채택할 가능성 유무

를 의미하며 스타벅스에서 공개한 각 아이디어에 

한 상태 정보를 활용하 다. 즉, 채택가능성 있

는 아이디어일 경우 1, 그 지 않을 경우 0으로 부

여하여 측정하 다. 

독립 변수는 아이디어 주 성, 부정성, 친사회

성, 길이의 네 가지이다. 아이디어 주 성과 부정

성은 텍스트 마이닝 분야에서 범용 으로 활용되

고 있는 감성 어휘 분류 사 인 SentiWordNet[31]

에 기반하여 각 아이디어의 특성을 주 성/객 성

과 부정성/ 정성의 측면에서 측정하 다. 아이디

어 주 성은 주 일 경우 1, 객 일 경우 0값

을 갖는 이진 변수로 측정되었고, 부정성의 경우 

부정 인 강도에 따라 연속형 변수로 측정되었다. 

아이디어들은 그 주제에 따라 카테고리가 분류되

는데 그  사회 참여 그룹 내의 아이디어들은 사

회공익 인 내용의 아이디어를 담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친사회성이 높은 아이디어는 사회공익

인 내용의 분류에 포함되는 것으로 단하고 사회

참여 카테고리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친사

회성을 측정하 다. 마지막으로 길이는 아이디어

의 내용과 제목에 포함된 단어의 갯수로 측정하

다. 일부 아이디어의 경우 제목 필드에 아이디어

의 내용을 기입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제목의 

길이도 측정치에 포함시켰다. 이상의 각 변수에 

한 기술통계 정보는 <표 2>에 정리되어 있다. 

<표 2>에서 평균은 연속형 변수의 평균값을 의미

하며 비율은 이진형 변수의 ‘1’을 선택한 비율을 

나타낸다. 

5.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회귀분석 기법들을 활용하여 연



76 이한 ․서용무

구모형을 분석하 다. 우선 종속변수인 고객 선호

는 연속형 변수인 아이디어 수로 측정하 기 때

문에 네 가지 독립변수에 선형회귀분석 기법을 

용하여 분석하 다. 분석 결과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p값을 기 으로 주 성, 부정성  친

사회성 등 세 개 변수에 해 유의미한 결과가 나

왔으며 길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변수로 분석되었

다. 결과를 볼 때, 주 성에 한 회귀계수 β값은 

양수로 주 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고객들이 더 선

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부정성과 친사회성의 

경우 회귀계수 β값들이 음수 는데 이는 부정성

과 친사회성이 낮은 아이디어일수록 고객 선호에 

평균 으로 정 인 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표 3> 선형회귀분석 결과

β p-value

주 성 11.5 0.013**

부정성 -0.852 0.017
**

친사회성 -19.27 0.000
***

길이 0.024 0.193

주) *** p < 0.01, ** p < 0.05, * p < 0.1.

조직 수용은 채택 가능성 유무에 한 이진 변

수로서 련 가설 검정을 해 로지스틱 회귀분석

기법을 용하 다.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로짓회귀분석 결과

β S.E. Wald p-value

주 성 0.025 0.092 0.073 0.787

부정성 -0.020 0.007 8.084 0.004
***

친사회성 0.003 0.079 0.002 0.965

길이 -0.002 0.001 3.264 0.071*

주) *** p < 0.01, ** p < 0.05, * p < 0.1.

아이디어의 주 성과 친사회성은 조직 수용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부정성

과 길이는 p값을 기 으로 유의미하게 나왔으나 β

값이 음수로 나왔다. 즉, 아이디어가 정 이고 

상세도가 낮은, 짧은 길이의 아이디어가 조직 수

용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을 하나의 표로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고객 선호와 조직 수용 측면에서 부정성을 제외하

고는 서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주 성이 높고, 부정성과 친사회성이 

낮은 아이디어가 고객 선호와 상 계가 높은 반

면, 조직 수용은 주 성이나 친사회성과는 련이 

없으며, 부정성이 낮고 길이가 짧은 아이디어와 

상 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표 5> 분석결과 요약

고객 선호 조직 수용

주 성 Sig.(+) Not sig.

부정성 Sig.(-) Sig.(-)

친사회성 Sig.(-) Not Sig.

길이 Not Sig. Sig.(-)

6. 결  론

6.1 연구 결과 요약  토의

본 연구에서는 마이스타벅스 아이디어의 텍스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아이디어의 어휘  특성 측

면에서 아이디어에 한 고객 선호와 조직 수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 결과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메시지의 주 성이 고객 선호에 정 인 

향을 끼치는 반면, 조직 수용에는 향력이 없

었다. 기존 연구[17]에서와 같이, 객 인 사실로

만 이루어진 메시지보다 감정이나 주 인 의견

이 포함된 메시지에 해 다른 고객들이 선호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조직 수

용 측면에서 아이디어 주 성/객 성 여부는 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조직

의 수용에는 사용자의 감정 인 정보의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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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둘째, 메시지의 부정성은 고객과 조직 측면 모

두 가설과는 상반되는 결과가 나왔다. 부정 인 

의견보다 정 인 의견에 해 고객 선호와 조직 

수용의 가능성이 높았다. 본 커뮤니티에서는 다른 

고객 리뷰 커뮤니티와는 달리 랜드에 해 상

으로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이 크라우드소싱 커

뮤니티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정 인 

의견의 구  효과는 상 으로 감소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셋째, 친사회성은 고객 선호에 해 음의 상

계가 있었으며 조직 수용과의 계에서는 유의

미하지 않았다. 마이스타벅스 커뮤니티는 스타벅

스로부터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들이 주

로 커뮤니티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친사회

인 내용의 메시지에 해 선호하지 않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친사회 인 내용의 아이디어보다 고

객의 직 인 이익을 변하는 아이디어에 한 

선호도를 향후 연구에서 진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단된다.

넷째, 아이디어 길이는 고객 선호 측면에서는 

유의미한 련성이 없었으며 조직 수용의 측면에

서는 음의 상 계가 있었다. 온라인 고객 리뷰 

도메인에서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해당 아이디어

가 얼마나 길고 자세하게 기술되었는지에 해서

는 고객 선호에 큰 의미가 없었고, 오히려 간단 명

료한 아이디어가 조직 수용에 정 인 향을 보

다. 다시 말해, 길고 자세한 설명이 없이도 고객

들이 아이디어에 한 충분한 이해가 가능한 것으

로 단된다. 이는 마이스타벅스 커뮤니티의 구성

원들이 이미 스타벅스에 한 경험이 많고, 제품

과 서비스 등에 한 이해도와 지식 수 이 높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제안한 고객과 독자 간 정보

격차가 상 으로 낮기 때문에 일어난 상으로 

이해된다. 

이상의 결과들을 통해, 고객의 선호 아이디어가 

기업이 수용하는 아이디어와는 아이디어 특성 측

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바꿔 말하면, 크라우드소싱된 산출물과 기업이 채

택하는 신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크라우드소싱을 활용하는 기업들은 조직 

신을 한 다양한 아이디어 수집의 장으로서 활

용하거나 고객의 선호를 악하는 용도로 활용하

는 것은 유용하지만, 기업 신에 최선인 아이디어

를 고객 간의 토의를 통해 얻어내는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단된다. 한 고객 선호가 명백한 아이디어임에

도 기업입장에서 수용할 수 없는 아이디어에 한 

기각이 고객들에게 기업에 한 부정 인 시각이

나 불만이 되지 않도록 리하는 노력도 수반되어

야 할 것이다. 

6.2 연구의 기여

본 연구의 기여 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

다. 첫째, 연구방법론 측면에서의 기여 이다. 본 

연구에서는 웹크롤러를 구축하여 마이스타벅스 아

이디어의 고객 아이디어를 수집하 다. 특히 수

에 가까운 방 한 데이터의 확보를 통해 연구 결

과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었다. 수집된 아이디

어에 해서는 텍스트 마이닝 도구를 활용하여 텍

스트 정보를 정량화하고 데이터로 확보할 수 있었

으며 텍스트 마이닝 기법이 용량 데이터를 한 

분석 도구로서 갖는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둘째, 이론  측면에서의 기여 이다. 메시지의 

특성이 정보의 수용과 선호 측면에 미치는 향에 

해 이루어진 그동안의 연구에 기반하여 크라우

드소싱 커뮤니티 도메인에서는 기존 연구결과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을 보일 수 있었다.

셋째, 실무  측면에서의 기여 이다. 본 연구에

서와 같은 근 방식을 활용하면 크라우드소싱 커

뮤니티 내에서 보다 채택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

에 한 측과 분류가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크

라우드소싱에 따른 정보 홍수 문제를 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한 기업입장에서 보다 유용한 

아이디어가 고객들에게 쉽게 노출되도록 웹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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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성함으로써, 고객들이 유사한 내용의 아이디

어를 복 게재하는 것을 방지하여 크라우드소싱

의 효율을 개선하는 면에서도 기여할 수 있을 것

으로 기 된다.

6.3 연구의 한계  향후 연구

본 연구의 한계 은 다음과 같다. 부정성과 길

이의 경우 유의한 결과를 얻었으나 베타값이 작아

서 미치는 향력에 한 정도가 작을 수 있었다. 

한 자동화된 분석방법을 통해 용량의 데이터 

분석이 가능했으나 아이디어의 내용  특성을 분

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는 자연언어처리 

분야의 지속 인 과제로서 향후 텍스트 분석 기술

의 향상에 따라 보다 정 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

로 기 된다.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마이닝을 해 범용 으

로 활용되는 SentiwordNet을 기반으로 활용하

으나, 향후 도메인 특성을 반 한 어휘 분류 사

을 구축하여 활용한다면 측정 결과의 정확성을 보

다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는 스타벅스에서 운 인 커뮤니티만을 상으로 

분석하 으나 다른 도메인에서는 분석 결과가 어

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는 것도 향후 연구로서 가

치가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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