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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 이븐이 신제품의 전의도에 미치는 조절효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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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 는 신제  시가 람하는 시 환경 에  존  전통적  매체  용한 마 팅 커 니

과 다 게 진화하는 전커 니  하  한 것 다. 지 스  용한  사용  

화  블 그, 카페 등에  다양한 커 니  활 화 고 다. 동시에 마 븐  커 니  

진  활용하는 현상  하고 다. 업  확실   신제  확산  진하  해 새 운 시각에  

커 니  고 할 필 가 고, 커 니  마 븐  마 팅활동에 좀  미가  것  보

다. 에 라 마 븐  혁신적  제  전과정에 향  미치는지 조절효과  통해 살펴보고 한다. 실 연

 결과 제  지각  혁신 과 제 에 한 지각  호 심  제  전 도에 정적  향  미치는 것  

나타났고, 러한 과정에  마 븐  미치는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주제어 : 마 븐, 혁신 , 호 심, 피니언리 , 조 수용 , 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word-of-mouth communication that evolve differently 

from traditional marketing communications using existing mass media in an environment of the flooding of new 

products. In particular, people use digital devices as internet users and various communication is activated in 

blogs and communities. It is expanding that companies use market maven as a facilitator of communication. 

The role of Market maven due to the spread of the Internet seems to be more meaningful for marketing 

activities. Market maven is a look at how it should study moderate effect on word of mouth of new products. 

Empirical results show that perceived curiosity and perceived innovativeness of new product  has a positive 

impact on the word of mouth of new product, and was confirmed in a moderate effect of market ma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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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의 마 커뮤니 이션 활동은 기업의 제품 혹

은 서비스에 한 소비자의 인지를 진하거나 자사의

제품에 한 정 인 태도가 형성되도록설득하는데 있

다. 특히 재 직면하고 있는 커뮤니 이션 환경은 스마

트폰, 인터넷의 확산으로 인해 통 인 마 커뮤니

이션과는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다. 통 인 커뮤니

이션 환경 측면에서는 기업의 주도하에 상품에 한

정보를 정보수신자인 소비자에게 달하는데 을 두

고 있으나, 재 커뮤니 이션 상황은 상당히 문 인

지식 혹은 경험을 보유한 소비자들이 인터넷 상의 커뮤

니티,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해서 기업의 상품에 한 정보

를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고, 단순히

정보원천이 기업인 제품정보만을 달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사용경험, 평가 등을 추가 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통 인 커뮤니 이션 과정에서 특정 제품에 한

오피니언 리더들이 수행하던 커뮤니 이션 활동을 재

는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 혹은 사용

자들이 상당부분 체하고 있는 것이다. 를 들어 유

아를 키우는 주부들 자신들의 실제로 사용한 유아용

품, 서 , 음악, 이유식 등에 한 평가를 자신의 블로그,

개인홈페이지에 사진과 을 통해서 불특정다수의 주부

들에게 제공하는 경우이다. 이들을 소 알 주부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알 주부는 특정 제품이 아닌 다

양한 제품에 한 상당수 의 문 인지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 오피니언 리더들과는 다른 이다.

이를 고려할 때 마켓메이 의 향은 마 리자에

게 마 커뮤니 이션을 수립하는데 의미있는 향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 연구를 통해서 인터넷상의 커뮤니 이

션 맥락에서 마켓메이 이 신제품의 구 과정에서 미치

는 조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적 경

2.1  환경에  전커 니

기업은 마 커뮤니 이션을 통해서 상품에 한 소

비자의 정 인 태도를 형성하고 궁극 으로 구매의사

결정과정에 우호 인 향을 주는데 있다.

Katz and Lazersfield(1955)의 연구에서 구 커뮤니

이션의 결과로 소비자의 상표 환이 유의미하게 일어나

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비자들은 기업의 고보다는 주

변의 친구, 이웃과 같은 거집단을 정보원천으로 좀 더

신뢰하는 것으로 보여 다[1]. 특히 Engel et al(1969)은

구 을 가장 향력있는 정보원천으로 보여주는 실증결

과를 보여주었다. 이를 볼 때 구 커뮤니 이션이 기업

의 마 커뮤니 이션 효과에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2].

기존 연구에서 구 커뮤니 이션을 발신자와 수신자

간의 상품, 랜드에 한 비상업 으로 사람과 인간

의 커뮤니 이션을 정의하고 있다[3].

하지만, 인터넷 환경에서구 커뮤니 이션의 활성화

하면서 통 인 구 커뮤니 이션에 한 정의는 변화

하여 이메일과 하이퍼텍스트의 커뮤니 이터 형태, 원거

리 다수 다수 커뮤니 이션 그리고 비 상업 인 특성

을 가진다고 하 다. 이 게 커뮤니 이션 되는 메시지

내용은 소비자 혹은 사용자추천, 구매에 한 보상 혹은

기업의 고로부터 얻는 경우도 있다[4].

인터넷 상에서의 커뮤니 이션 련 해서 기존 구

커뮤니 이션과 다른 은 소비자 혹은 사용자들이 면

면 상호작용 보다 컴퓨터 매개 환경하에서 이들 간의

행동이 좀 더 다양한 것으로 보았고[5], 소비자나 사용자

는 인터넷 환경하에서 구 커뮤니 이션 활동을 수행하

고, 인터넷 환경에서 채 룸, 블로그, 게시 , 카페 등 다

양한 형태로 커뮤니 이션이 이루어진다[6].

컴퓨터 매개 환경은 소비자 혹은 사용자가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의사결정과정에좀 더 향을 미치고,

다양한 경로로 커뮤니 이션 과정에 향을미치게한다.

컴퓨터 매개 환경의 특징 하나인 소비자 혹은 사용자

가 능동 으로 정보를 탐색하면서 인터넷 상 구 커뮤니

이션이 좀 더 효과 일 수 있고, 반면에 면 면 구

커뮤니 이션은 수신자가 원하지 않아도 일어나는 과정

으로 수신자 입장에서 메시지에 한 정보처리 동기부여

수 이 낮다고 볼 수 있다[6].

컴퓨터 매개 환경하에서 인터넷은 구 커뮤니 이션

을 특징 짓는다. 인터넷은 개인이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

를 제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재 활성화된 인터넷

상 소비자 모임인 인터넷 카페, 인터넷 커뮤니티, 블로그

등은 상품과 랜드에 한 소비자 혹은 사용자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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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평가내용을 제공한다.

이와 같이 인터넷 환경하에서 소비자 혹은 사용자간

경험과 평가내용을 커뮤니 이션으로 공유하는 과정에

서 정보제공자는 수신자의 상품 사용, 구매 등의 의사결

정에 향을 주게된다. 즉 이들은 사회 향자 역할을

하게 되는데 사회 향자는 통 인 오피니언 리더,

조기수용자와 인터넷 환경하에서 두드러진 마켓메이

을 들 수 있다.

2.2 마 븐에 한 존 연

사회 향자로써 마켓메이 이 에 통 인 사회

향자로써 오피니언 리더와 조기수용자를 인간의

커뮤니 이션의 주요한 향요인으로 보았다.

오피니언 리더는 통 으로 인간의 커뮤니 이션

에서 정보 향을 주는 원천으로 보았다. 기존 실증연

구에서 식품, 내구재, 양화, 패션, 공공분야 등 다양한

역에서 오피니언 리더가 존재함을 보여주었다[1]. 이 연

구에서 커뮤니 이션 과정을 2단계 흐름으로 보았는데,

기업은 매체를 이용해서 오피니언 리더에게메시지를

달하고, 오피니언 리더는 그들이 수신한 메시지들을 오

피니언추종자에게 달하는 수직 과정으로 본것이다.

이러한 은 오피니언 공유 의 수평 흐름을 고

려하지 않았다는 지 을 받는다[7]. 이후의 연구에서 다

흐름과 수평 과정으로 커뮤니 이션과정을 제시하

는 연구들이 제기되었다[8]. 의 에서 좀 더 타당

한 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Katz and Lazarsfield(1955)의 연구만으로도

다수의 산업에서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오피니언 리더

를 주요한 정보확산의 원천으로 활용하여왔다[1].

오피니언 리더는 기존의 연구에서 여러 특징을 다루

었는데, 이들은 제품에 한 풍부한 경험과 문 지식

을 가지고 있고, 제품 련정보에 좀 더 노출되며, 좀 더

신 인 행동을 하고 제품에 한 여도가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9]. 하지만 오피니언 리더 역시 커

뮤니 이션 과정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특정

제품에 한해서 작동된다는 이다. 오피니언 리더들은

제품 련 다양한 시장정보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

다[10].

오피니언 이외의 통 인 사회 향자로 조기수용

자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조기수용자를 수동 이

거나 능동 으로 구매자들에게 향을 다고 보왔다.

타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제품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도 타인에게 향을 수있고, 제품 련 커뮤니 이션

으로 능동 으로 타인에게 정보를 확산할 수 있다[11].

기존의 실증연구를 통해서 조기수용자가 제품 련하

여 커뮤니 이션을 하는 것이 보여주었다[11]. 기존의 오

피니언 리더와 마찬가지로 조기수용자는 제품 련 커뮤

니 이션을 한다는 이다. 제품에 한 사용 경험과 평

가를 수행하는 것이다[12]. 조기수용자가 제품 련커뮤

니 이션을 하는 다른 이유는 타인에게 제품에 한 선

도자처럼보이고싶은욕구 는 제품의 사용을 통해얻

게 되는 경험과 지식 제품이 주는 새로움 때문이다.

조기수용자는 오피니언 리더와 마찬가지로 커뮤니 이

션 과정에서 메시지는 제품에 한한 것으로 일반 인 시

장정보는 아니라는 이다[13].

기존 연구에서 조기수용자가 타인에게 향을 주는

것은 일반 으로제품에 한 지식과 사용경험 때문이다.

오피니언 리더처럼, 제품 련 지식은 특정 제품에 한

여도로부터 일어난다. 조기수용자가 가진 정보의 우

를 설명하기 해서는 특정 제품에 한 여도와 경험

이 강조될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커뮤니 이션과정에

서 조기수용자가 제공하는 정보는 특정 제품에 한하며,

일반 인 시장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은 오피니언

리더와 동일한 한계이다.

일반 으로 제품 혹은 서비스와 련된 인간 커뮤

니 이션에서는 제품에 한 내용 뿐 아니라 제품의 가

격정보, 구매장소, 서비스 등에 한 정보가교환된다. 앞

에서 언 된 오피니언 리더와 조기수용자는 제품에 한

문 인 지식과 사용경험 제품에 한 여를 기반

으로 능동 는 수동 으로 인간의 커뮤니 이션이

이루어진다. 때문에 부분의 커뮤니 이션 상인 일반

소비자들의 시장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하는 한계를 가지

고 있었다. Feick and Price(1987)에 의해서 개념화된 마

켓메이 은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인터넷 환경에서 좀 더 나타날 수 있는 사회 향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11].

마켓메이 은 일반 인 쇼핑 시장정보를 제공하려

는 경향을 가진 개별 소비자와 련된 것이다.

마켓메이 은 기존의 오피니언 리더와 조기수용자와

개념 으로 다른데, 마켓메이 은 제품에 한 지식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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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제품, 제품구매장소 등 다양한 정

보를 타인에게 제공한다는 것이다. 한 소비자 는 사

용자간의 토론을 유발하거나 시장 련 정보에 한 타인

의 요구에 반응하는 사회 향자로 본 것이다[11]. 이

를 볼때 기존의 오피니언리더들이특정제품 련 문

지식를 기반으로 사회 향을 행사하는반면에 마켓메

이 은 지식은 제품에 한하지 않고 다양한 시장정보를

커뮤니 이션 한다는 이다. 따라서 마켓메이 들은 타

인들이 유용하게 여길만한 제품지식과 시장 련 정보를

좀 더 능동 으로 탐색하고 수집하고 이를 타인과의 커

뮤니 이션을 통해 제공하게 된다.

마켓메이 이 일반 인 시장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

에서 마켓메이 이 조기수용자일 수도 있지만, 반드시

제품구매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품을 구매하

지 않더라고 시장정보 제품 련 지식을 달하여 사

회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켓메이 은 타인에게 폭넓은 제품과 시장정보를 제

공함에 따라 제품, 서비스, 가격, 유통에 한 정보를 제

공하곤 한다. 특히 마켓메이 이 타인에게 제공하는 정

보는 기존의 오피니언 리더, 조기수용자와 다르게 제품

의 질, 제품가격, 유통 포, 황 등 잠재 수요층이

심을 갖는 시장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밖에 마켓메

이 은 오피니언 리더나 조기수용자 보다 좀 더 폭넓게

매체를 이용하여 제품과 시장정보를 탐색하고, 수집한

정보를 능동 으로 타인들과 공유하는 성향을가지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14].

마켓메이 에 한 실증연구들의 결과들은 제품 련

정보를구매장소 련정보보다는 요하게 여기고 있고,

하지만 다른 소비자보다 좀 더 제품구매장소에 한 정

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iedmann et. al.,2001).

물론 정보 탐색을 한 매체 사용 역시 일반소비자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고메일에 해 좀 더 정 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5].

이러한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마켓메이 은 기업의

입장에서 제품정보의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하면서 정보

를 확산한다는 측면에서 유통기 에게 요하고, 제품

시장 정보에 한 필터링의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마켓메이 이 오피니언 리더 는 조기수용자와 다른

은 다음과 같다. 제품구매 혹은 사용에 있어서 조오피

니언 리더는 필수 이지는 않지만 일반 으로 구매하거

나 사용하고 있고, 조기수용자는 구매하여 사용하는 반

면에 마켓메이 은 제품의 구매나 사용이 필수 이지는

않다. 제품지식 측면에서 오피니언 리더나 조기수용자는

제품지식에 한정하지만 마켓메이 은 제품지식 뿐 아니

라 다양한 시장정보를 포함한 일반 인 지식을 갖고 있

다. 커뮤니 이션 방법은 오피니언 리더는 수동 인면과

능동 인 면을 모두 가지고 있고, 조기수용자는 주로 능

동 인 수행하는 반면에 마켓메이 은 수동 인면과 능

동 인 면을 모두 가지고 있으나 주로 능동 이다. 마지

막으로 제품수명주기상 심단계는 오피니언 리더는

기도입단계이고, 조기수용자는 도입단계, 마켓메이 은

모든단계에 심을 보인다는 이 다르다[15]. 특히제품

수명주기 단계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마켓메이

이 제품지식뿐 아니라 가격, 구매 포, 매원 등시장정

보를 심 상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 고려할 때 신제품의 도입시에 주로 조기수용자

와 오피니언 리더를 심으로 커뮤니 이션을 수행하는

략에 한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마켓메이 을

특성을 고려할 때 제품수명주기상 도입기 이외이 성장기

와 성숙기에도 기업의 커뮤니 이션 과정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3 신제  혁신 과 호 심

재 기업들이 직면한 경 환경에서 기업이 제품 련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신성이 차지하는 비 이 높아진

다는 데는 이론이 없을 것이다. 제품의 신은 여러다양

한 형태로 나타나고 그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어

왔다. 신에 한 기존의 정의 하나로 다섯가지차원

의 새로운 조합을 제시하 다[16]. 다섯가지 차원 첫

번째 차원은 신제품 는 기존 제품의 개선, 두 번째 차

원은 새로운 로세스에 의한생산, 셋번째 차원은 새로

운 시장의 진입, 넷 번째 차원은 공 에 새로운 자원 투

입, 다섯 번째 차원은 완 히 새로운 조직 혹은 새로운

경 리 방식으로 보았다. Schumpeter의 신의 개념

은 차 으로 진화해 왔고, 재 일부 연구에서 신을

다양한 참여자들 간의 계에 있어서 상호작용 인 문제

해결과정으로 보고 있다.다른 측면에서는 신을 상호작

용 이고 다양한 학습과정으로 정의하기도 하 다.

European Commission는 신을 시장의 범주를 새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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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거나 확장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17]. 더불어서

Jaworski and Kohli(1993)의 연구는 신성의 요한 선

행요인으로 시장지향성을 보았고, 따라서 시장지향 인

기업은 본질 으로 표 시장에게 신 인 제품을 제공

한다는 것이다[18].

표 시장의 소비자는 기업의 커뮤니 이션 략에 기

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의 신성을 지각

한다. 이는 소비자가 인지하는 제품을 통해서 커뮤니

이션 되거나 기업이 제공하는 마 메시지를 매스미디

어 혹은 구 커뮤니 이션을 통해서 지각하게 된다.

기존 연구에서 신성은 신의 새로움의 정도에

한 측정을 주로 사용하 다. 제품에 한 신성이 높다

는 것은 제품의 새로움의 정도가 높다는 것으로 지각하

게 되는 것이다. 이와 반 로 제품에 한 신성이 낮다

는의미는제품의새로움의정도가낮은것을의미한다[19].

많은 연구에서 신성을 기업 측면에서 제품의 새로

움으로 생각하 고, 일부연구에서는 신성을 수용에 새

로운 것, 세상에 새로운 것, 시장에 새로운 것, 고객에 새

로운 것, 산업에 새로운 것으로 여겼다.

많은 신성 련 연구에서 일 되게 유지되는 개념

은 기술 인 요인 혹은 마 요인 측면에서 제품의 불

연속성의 정도로 신성을 모형화하는 이다[19].

기존 연구에서 신성의 개념을 조작 정의를 하면

서 요한두 가지 차원을 제시하 는데, 하나는 소비자

가 제품을 수용하는데 소비자나 사용자가 소비 혹은 사

용 패턴의 변화시켜야 하는 정도이고, 다른 하나는 신제

품이 기존 제품과의 비교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의

정도이다. 자는 소비자나 사용자가 제품을 수용할 때

소비 혹은 사용패턴에 변화가 거의 필요하지않거나, 사

용패턴에 일부 수 이 변화가 필요하거나, 사용패턴에

상당한 변화가 필요한가로 구분할 수 있다. 후자는 기존

제품에 비해 신제품의 변화가 미세한 변화있었는지,

요한 변화있었는지, 궁극 으로 기존과 다른 완 히 새

로운 제품 카테고리가 될 수 있는지로 구분 될 수 있다.

신제품의 출시에서 소비자 혹은 사용자의 반응을 고

려할 때 요한 다른 하나는 소비자의 제품에 한 심

을 끌고 수용을자극하는 것이다. 신제품을출시할 때 소

비자 혹은 사용자에게 달하는 메시지를통해서 소비자

혹은 사용자가 지각하는 호기심과 신제품에 한 신성

에 한 지각은 신제품의 구 커뮤니 이션에 향을 주

는가 하는 이다. 기존연구에서 호기심을 제품에 한

추가 심이 표출된 상태로 정의하고 있고, 제품에

한 더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하는의지가있을때를 호기심

이 있는 상태로 본다. 소비자 혹은 사용자가 그들이시청

하는 고에서 제품에 한 확신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서 고에서 나타나지 않은 제품 련 속성에 한 정보

탐색의 욕구가 나타날 것으로 볼 수 있다[20].

소비자에 한 설득과정에서 매체의 역할은 소비

자 혹은 사용자들이 제품에 한 호기심을 끌어내는 것

이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제품에 한 메지시에 주의

를 기울이고, 더불어서 제품정보를 좀 더 탐색하도록 하

는 것이다[21].

한 신제품의 고 기에는 소비자 혹은 사용자의

기존 지식체계에 없는 제품정보에 한 탐색을 끌어내는

것으로 보았다. 즉 신제품 출시 상황에서 소비자의 호기

심을 유발하는 것이 제품에 한 심의 유발하고 구

활동 수용과정을 일으키는데 요하다는 것이다. 이

러한 소비자 혹은 사용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기 해서는

신제품에 한 커뮤니 이션 과정에서 의 사항을 고려

해야 할 것이다.

3. 적 연 형  가

3.1 적 연 형

본 연구는 마켓메이 이 신제품의 구 의도에 미치는

조 효과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해서 소비자가 지

각하는 신성과 호기심이 제품의 구 의도에 미치는

향력을 살펴보고, 연구주제인 소비자 특성변수인 마켓메

이 이 신제품의 구 과정에 미치는 조 효과를 살펴보

고자 한다.

앞에서 언 했듯이 신성은 소비자나 사용자가 신

성을 지각하는 것에 의존한다. 소비자 혹은 사용자가 기

업의 커뮤니 이션과정을 통해서 제품의 신성을 그들

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지각하게 된다. 즉

에서 언 했듯이 표 시장의 소비자는 기업의 커뮤니

이션 략에 기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

의 신성을 지각한다. 이는 소비자가 인지하는 제품을

통해서 커뮤니 이션 되거나 기업이 제공하는 마 메

시지를 매스미디어 혹은 구 커뮤니 이션을 통해서 지



마 븐  신제  전 도에 미치는 조절효과에 한 연

246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6 Oct; 14(10): 241-252

각하게 된다. 제품의 신성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소

비자 혹은 사용자는 제품의 신성에 한 부족한 정보

에 한 탐색 욕구는 강화될 것이고, 능동 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소비자 혹은 사용자 역시 인터넷과 모바일 환

경에서 제품의 신성 련 다양한 정보를 정보추구자

(information seeker)에게 제공하는 구 커뮤니 이션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는 인터넷 환경하에서 제품의 소비

자 혹은사용자들은 포털의 지식검색, 카페, 커뮤니티, 블

로그 등을 통해서 신제품에 한 부족한 정보를 탐색하

는 정보추구자역할을 하거나, 정보추종자에게 필요한 정

보를 제공하는 정보제공자(information giver)역할을 수

행하게 된다. 역할 측면의 구 커뮤니 이션이론을 고

려할 때, 정보추종자와 정보제공자 간의 구 커뮤니 이

션은 인터넷 혹은 모바일 환경에서 극 으로 일어나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호기심은 자신이 아는 것과 알고자

하는 것 사이의 정보격차를 이려는 욕구에 의한 것으

로 보았다[22]. 그러한정보격차는 개개인들이 지각한 정

보격차를 이기 한 행동을 일으킨다고 보았다. 다양

한 산업에서 자주 이용되는 마 활동 소비자의 호

기심을 일으키려는 활동들이 있다. 를 들어 신제품의

시험사용을 진하는 활동으로 신제품에 한 소비자나

사용자의 심을 유발하여 인터넷이나 모바일상의 커뮤

니티, 카페, 블로그에서 신제품에 한 커뮤니 이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시험사용을 통해서 신제품의

새로운 기능을 시험사용자에게 알리고, 소비자나 사용자

에게 신제품에 한 호기심을 유발하고, 소비자나 사용

자가 신제품에 한 메시지를 달할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다.

인지 자극은 호기심과 련된 소비지식의 획득을

통해서 호기심에 의해서 동기화된 행동인탐험 인 정보

추구와 연 되어 있다는것이다[23]. 이를 통해서 인지

과정에서 호기심에 의해서 동기화된 탐험 행동으로 정

보추구와 같은 구 활동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가설 1. 지각된 신성이 높을수록 신제품에 한 구

의도가 높아질 것이다.

가설 2. 지각된 호기심이 높을수록 신제품에 한 구

의도가 높아질 것이다.

에서 언 했듯이 마켓메이 은 제품에 한 지식

뿐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제품, 제품구매장소 등 다양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는 마켓메이

성향을 보이는 소비자 혹은 사용자는 좀 더 신제품에

한 구 활동을 수행할 것으로 추론이 가능하다. 한 마

켓메이 이 소비자 는 사용자간의 토론을 유발하거나

시장 련 정보에 한 타인의 요구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측면에서도 마켓메이 성향에 따라 소비자나 사

용자는 신제품에 한 신성과 정보부족에 한 호기심

의 유발에 의한 구 의도는 다를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

을 것이다.

마켓메이 은 다른 사람들이 유용하게 여길만한 신제

품에 한 정보와 시장 련 정보를 좀 더 능동 으로 탐

색하고 수집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 이션을 수

행한다는 에서도 알 수 있다.

Hawkins et. al.(2007)의 연구에서 마켓메이 은 다양

한 제품에 해서 제품 정보와 시장정보를 다른 사람들

에게 제공한다고 하 다[14]. 주로 마켓메이 이 제공하

는 정보는 제품 련 정보, 가격, 구매가능한 포 등의

특성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켓메

이 은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고[11], 타인들과 자신의 정

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24].

마켓조사기업인 Roper Starch는 지난 30여년 동안 일

반 인 시장 향자에 한 조사를 수행하 다. 조사를

통해서 마켓메이 의 본질과 매우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소비자는 조사표본의 10%정도 고, 이들이그 외의 90%

의 소비자의 태도와 행동에 향을 수 있는폭넓은사

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켓메

이 은 이러한 사회 네트워크 속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 이션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14]. Belch et

al.(2005)의 연구에서 10 인터넷사용자를 심으로 인

터넷 메이 은 웹상의 정보에 한 게이트키퍼로서 역

할을 하고 있고, 가족의 의사결정에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25].

따라서 마켓메이 성향에 따라서 제품정보와 시장정

보를 커뮤니 이션 하는 구 의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설 3. 지각된 신성이 구 의도에 미치는 향은

마켓메이 성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더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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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4. 지각된 호기심이 구 의도에 미치는 향은

마켓메이 성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더 클 것이다.

4. 연   실

4.1 료수집

본 실증연구에서 수집된 표본은 인터넷환경하에서 블

로그, 인터넷커뮤니티, 인터넷카페 등 다양한 활동을 경

험한 20 를 상으로 하 다. 불성실하게 응답 한 응답

자를 필터링을 통해 제외하고 분석에 사용된 표본은 총

224개이다.

분석에 사용된표본 224명의응답자들의성별 체표

본 55.3%가남성이고, 여성은 44.7%로 구성되었다. 평

균연령은 만22.1세이다.

4.2 조 적 정  측정

지각된 신성은 새로움의 정도에 한 측정을 주로

사용되어 왔다[19]. 이에 지각된 신성을 신제품과 기존

제품과의 차이의 정도를 조작 정의하 다[26]. 측정항

목은 Andrews and Smith(1996), Sethi et al.(2001)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신제품이 신선한 느낌을 주는 정도, 신

제품이 색다른 느낌을 주는 정도 , 신제품이 신 인 느

낌을 주는 정도의 3개 항목으로 측정하 다[27, 28].

기존의 연구에서 호기심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

의 정보격차를좁히고자하는 욕구의 결과로 설명하 고,

호기심을 개인의 주변에 새로운 요소를 알고자 하는

정 인 반응으로 조작 정의하 다. 측정항목은 기존

연구에 기반하여 제품에 한 호기심 유발정도, 제품에

한 정보탐색을 하고자 하는 정도, 제품에 한 흥미로

움 유발정도로 3개의 항목으로 측정하 다[29].

구 의도는 인터넷환경하에서 정보를 타인에게 다시

달하려는 의도로 조작 정의하 다. 측정항목은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제품에 한 정보를타인에게 달하고

자 하는 정도, 제품에 한평가나 의견을 타인에게 달

하고자 하는 정도로 측정하 다[30].

마켓메이 은 제품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기 해서

수집하고 정보를 제공하려는 정도로 조작 정의하 다.

측정항목은 Feick and Price(1987)의 연구에 기반하여 새

로운 랜드 제품을 친구들에게 소개하려는 정도, 다양

한 제품에 한 정보를 사람들에게 제공하려는 정도, 사

람들이 제품, 구매장소 등과 련한 정보를 나에게 묻는

정도, 사람들에게 시장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정도, 신제

품과 세일즈와 련해서 나를 좋은 정보원천으로 생각하

는 정도로 총 5개의 항목으로 측정한다[11].

마켓메이 의 조 효과를 측정하기 한 집단의 구분

은 의 5가지 항목에 한 측정결과를총합척도로변환

뒤, Feick and Price(1987)가 제시한 분류를 참고하여 높

은 마켓메이 집단(43.3%)과 낮은 마켓메이 집단

(56.7%)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

5. 실 연  결과

5.1 측정  항목 평가

연구에서 사용된 추상 인 개념들은 다양한 측정항목

을 통해서 측정되었고, 실증분석을 해 각 구성개념의

측정항목들을 선별하고 정교화 하는 과정을 수행하 다.

와 같은 측정항목에 한 정교화 과정 이후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을 수행하 다.

5.1.1 신뢰  

실증분석에서 사용된 이론개념들은 여러 항목으로 측

정하 고, 이러한 다항목으로 측정된 항목들이 구성개념

을 하게 반 하 는지를 확인하기 하여 신뢰성 분

석을 수행하 다[31]. 실증 연구과정에서 분석된 구성개

념들의 신뢰도는 지각된 신성의 구성개념은 0.875 지

각된 호기심은 0.865, 구 의도는 0.812, 마켓메이 은

0.745로 일반 인 기 (Alpha>0.7)을 충족시키고 있다.

5.1.2 타당  

본 연구에서 모형의 구성개념들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해 AMOS 20을이용하여 확인 요인분석을 수행하

다. 수행 결과는 <Table 1>과 나타나 있다. 의 <Table

1>에서 실증연구에서 사용된 체모형의 3개 구성개념

에 한 확인 요인분석 결과에 따르면, 실증모형에서

일반 인 허용 기 인 CFI가 0.9를 과하고 있고[32],

실증모형의 SRMR≤ 0.06, RMSEA≤ 0.08의 기 을 충

족하고 있으며, χ2/df=1.013으로 기 을 충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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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구성개념에 한 측정된 변수들의내 일 성을

확인하는 구성개념의 복합신뢰도는 모두 0.8 이상으로

기존의 기 을 충족하고있고, AVE 역시 0.5이상으로 기

존 연구인 Bagozzi and Yi(1988)가 제시한 기 을 충족

시키고 있다[33]. 이에따라 반 으로 실증모형은 수렴

타당성을 만족시키고 있다. 더불어서 모든 변수의 λ

재량에 한 t값도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하며(p<0.001),

구성개념간의 각각의 상 계를 나타내는 Φ계수는 신

뢰구간 내에 1.0이 포함되지않아 하게나타났다[34].

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개념들 간의 별타당성을 확

보한 것으로 단된다.

5.2 연 형  가 검

연구에서 제시된 가설들은 Amos 20을 이용해 공변량

구조모형 분석을수행하 다. 반 합도를살펴보면,

χ2/df=1.721, GFI=0.930, CFI=0.971, RMSEA=0.040,

SRMR=0.033로나타나 모든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따

라서 연구에서 제시된 모형이 실에서 얻어진 분석 자

료와 만족할 만한 수 에서 일치한다고 단하여 가설

검증을 실시하 다. 그 결과는 <Table 2>과 같다. 표에

서 보듯이 지각된 신성이 높을수록구 의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 1은 경로계수는 0.512, CR값은 9.481로 채

택되었다. 한 지각된 호기심이 높을수록 구 의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 2도 경로계수는 0.130, CR값은

4.062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5.3 마 븐  조절효과 가 검

조 효과 분석을 해서 외생내재변수인 지각된 신

성 혹은 지각된 호기심과 내생잠재변수인 구 의도 사이

의 계가 마켓메이 의 수 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에

해서 제약을 가하지 않은 비제약모델로 추정하고, 외

생내재변수와 내생잠재변수 사이의 계가 마켓메이

에 해 동일하도록 제약을 가한 등가제약모델의 합도

를 평가해야 한다. 이두 모델간의 χ2 차이검증을실시하

여 두 번째 모델인 비제약모델의 합도가 유의 으로

증가한다면, 이는 마켓메이 의 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배병렬, 2007).

<Table 3>에서 비제약모델의 χ2(47)=50.394가얻어지

며, 구조계수에 등가제약을 가한 모델의 χ2(46)=60.104로,

차이검증 결과 χ2(1)=9.710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마켓메

이 수 은 지각된 신성이 구 의도에 미치는 향에

있어서 조 변수로서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Table 4>에서 비제약모델의 χ2(47)=50.394가 얻

어지며, 구조계수에등가제약을가한모델의 χ2(49)=57.216

으로, 차이검증 결과 χ2(1)=6.822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Table 1> CFA of Total Constructs

Construct Scale Items
Standardized λ 

loading
Reliability AVE

innovativeness

degree of newness about new product 0.875*

0.863 0.679degree of difference about new product 0.884*

degree of innovation about new product 0.701*

curiosity

degree to arouse curiosity about new product 0.809*

0.848 0.651degree to search information about new product 0.799*

degree to arouse interest about new product 0.812*

intention of word

of mouth

degree of willing to communicate information of new product to others 0.811*
0.775 0.651

degree of willing to communicate evaluation and opinion of new product to others 0.780*

χ2/df =1.013

CFI=0.978, GFI=0.931, AGFI=0.912, NNFI=0.979, RMSEA=0.039, SRMR=0.031

*: p < 0.001

<Table 2> Result of Research

Hypothesis
Standard

Estimate
Estimate S.E C.R P

innovativeness → intention of word of mouth 0.576 0.512 0.054 9.481 0.000

curiosity → intention of word of mouth 0.327 0.130 0.032 4.062 0.000

χ2/df =1.721

GFI=0.930, AGFI=0.907, CFI=0.971, SRMR=0.040, RMSEA=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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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oderate effect of market maven between

perceived innovativeness and intention 

of word of mouth

Model NPAR CMIN DF P
CMIN/

DF

Unconstrained 51 50.394 47 0.120 1.072

Measurement weights 37 71.231 55 0.013 1.295

Structural weights 41 60.104 46 0.039 1.306

Structural covariances 34 71.130 56 0.029 1.247

Structural residuals 29 72.101 57 0.034 1.265

Measurement residuals 18 78.320 64 0.032 1.223

<Table 4> moderate effect of market maven between

perceived innovativeness and intention

of word of mouth

Model NPAR CMIN DF P
CMIN/

DF

Unconstrained 51 50.394 47 0.120 1.072

Measurement weights 37 71.231 55 0.013 1.295

Structural weights 41 57.216 46 0.021 1.243

Structural covariances 34 71.130 56 0.029 1.247

Structural residuals 29 72.101 57 0.034 1.265

Measurement residuals 18 78.320 64 0.032 1.223

<Table 5> Unconstrained Model- high market 

maven group

Estimate S.E. C.R. P

perceived innovativeness →

intention of word of mouth
0.756 0.121 6.024 0.000

perceived curiosity →

intention of word of mouth
0.543 0.111 4.719 0.000

<Table 6> Unconstrained Model- low market 

maven group

Estimate S.E. C.R. P

perceived innovativeness →

intention of word of mouth
0.194 0.053 3.658 0.000

perceived curiosity →

intention of word of mouth
0.204 0.047 4.333 0.000

<Table 5>와 <Table 6>은 비제약모델하에서 비표

화 경로계수를 나타낸다. 지각된 신성이 구 의도에

미치는 향에서 두 집단 간의 λ값의 차이는 -2.776으로

값이 1.96보다 크기때문에 두 모수는 차이가존재하

며, 지각된 호기심이 구 의도에 미치는 향에서 두 집

단 간의 λ값의 차이는 –2.001로 차이가 나타났다.

<Table 7>을 보면 지각된 신성이 구 의도에 미치는

향과 지각된 호기심이 구 의도에 미치는 향은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지각된 신성이 구 의도

에 미치는 향과 지각된 호기심이 구 의도에 미치는

향은 마켓메이 성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

해 더 클 것이라는 가설3과 가설4는 채택되었다.

<Table 7> χ2 Test

β χd(1) p값

high

market

maven

group

perceived innovativeness →

intention of word of mouth
0.756

9.989 0.000
perceived curiosity →

intention of word of mouth
0.543

low

market

maven

group

perceived innovativeness →

intention of word of mouth
0.194

7.120 0.000
perceived curiosity →

intention of word of mouth
0.204

6. 결

6.1 결   시사점

본 연구는 신제품에 한 소비자의 반응인 제품에

한 지각된 신성과 지각된 호기심이 구 의도에 미치는

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고, 마켓메이 에 따른 조 효

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재 활발하게 실행되고 있는 인터넷 환경에서 PC와

모바일기기를이용한 포털, 인터넷카페, 블로그 등다양

한 커뮤니 이션 경로를 통해서 신제품의 지각된 신성

과 호기심이 구 활동에 미치는 향과 인터넷의 확산으

로 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마켓메이 이 구 커뮤니

이션에 미치는 향을 조 효과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서 마켓메이 이 마 커뮤니 이션의 성과

인 구 커뮤니 이션 과정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를 규

명하고 마 실무자들의 마 커뮤니 이션 략

수립에 사회 향자로서 마 메이 에 한 이해를 제

공하고자 하 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연구

의 시사 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신제품의 지각된 신성은 소비자들에게 구 활

동을 일으키는 역할을 한다는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를 통해서 신제품의 출시시 제품의 신성을 소비자에게

지각시키는 것이 커뮤니 이션 과정에서 주요한 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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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사해 다.

둘째, 신제품에 한소비자의 호기심이 소비자들에게

구 활동을 일으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신제품에 한 호기심을 유발하는 진활동을 통해

서 구 이 좀더 극 으로일어나도록 할수 있다는 것

으로 보여 다. 기업은 마 진 략 수립시 소비자

는 사용자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요소를반 하는 것이

좀 더 구 커뮤니 이션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마켓메이 이구 의도에미치는 향을확인함

에 따라 기업이 마켓메이 성향이 높은 소비자 혹은 사

용자에게 신제품에 한 제품정보와 구매 련정보를 제

공할 수 있는 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것이다. 이를

해서 실증연구에서 나타났듯이 마켓메이 구 을 자

극할 수 있는 제품의 신성을 정보원천으로 제공하는

것과 그들의 추가 인 탐색을 유발하도록호기심을 자극

할 수 있는 커뮤니 이션 략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통해서커뮤니 이션효과를좀 더 극 화 할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6.2 연  한계  향후 연  향

본 연구는 에서 제기한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여

히 한계 을 지니고 있다.

첫째, 인터넷 상에서의 마켓메이 의 성향에 한 인

구통계 인 특성을 좀 더 고찰할 수 있도록 표본을 확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 를 심으로 실증연

구를 수행함에 따라 다양한 연령층에 한 마켓메이 의

성향과 특성을 확인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둘째, 정보제공자로써의 마켓메이 과 정보추구자로

써의 마켓메이 의 역할에 따른 활동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제공자로써의 마켓메이 에

을 맞추고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 확 하여 정교화시

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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