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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erest in and use of social media as a communication channel are consistently evolving; in addition there-

for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activities have been often conducted on online channels such as

social media due to the advantages offered by the rapid spread of information. Consumers can be persuaded

differently and their cognition can be influenced depending on who delivers what message. This study exa-

mines the influence of information source characteristics on eWOM acceptance of CSR messages and attitu-

des toward a company. This study compares cases: when a company sends their CSR message versus when

an individual (i.e., consumer's acquaintance) sends the company's CSR message. A total of 320 respondents

were presented with online stimuli and responded to the questionnaire to identify this phenomenon. Vegan

fashion (which refers to products made from raw materials without animal cruelty) was used as stimuli in

this study because it i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CSR activities. As a result, when consumers are expo-

sed to CSR messages online, perceived expertise, trustworthiness and attractiveness of information source

affect consumer's electronic word-of-mouth (eWOM) acceptance and attitude toward a company. However,

only trustworthiness influences eWOM acceptance in cases of a corporation information source. This study

confirms the differences in eWOM acceptance and in attitudes to the company depending on to whom the

messages were sent and with what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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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이 중요한 기업활동으로 부각되면서 CSR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기존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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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CSR 활동은 자사의 이익을 사회에 일부 환원한다는

취지 아래 저소득층을 포함한 소외된 계층을 위한 기부

활동이 주축을 이루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소비자를 포

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직접 참여시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형식으로 CSR 활동은 변화하고 있다. 이와 같

이 CSR 활동이 소극적 활동에서 적극적 활동으로의 변

화는 웹 2.0(Web 2.0) 시대의 도래와 맥락을 같이 한다

고 할 수 있다. 웹 2.0은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로 사

용자가 직접 정보를 생성하고 쌍방향 소통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페이스북(Facebook), 인스타그램(Instagram), 유

튜브(YouTube)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

work Service; SNS)는 소비자가 직접 자신만의 콘텐츠를

쉽게 생성하고, 브랜드와 소비자 혹은 소비자 간 상호소

통을 가능하게 하는 가상의 공간으로, 웹 2.0 시대에 가

장 부합하는 채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CSR 활동도 소비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가

장 적극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채널인 SNS를 이용하

게 되었다.

소비자들은 SNS에서 자신의 일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특별한 경험을 포스팅(posting)

하여 자신과 SNS 상에서 관계를 맺은 사람들과 소통한

다. 또한 소비자들은 자신이 공감하는 타인의 포스팅을

자신의 페이지에 공유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리포스팅

(re-posting)된 게시물은 SNS 상에서 자신과 관계를 맺은

타인에게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다시 누군가에 의해서

공유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몇 번의 클릭만으로 쉽게 이

루어지는 SNS 상에서의 공유활동은 온라인 구전의 한

형태로(Hennig-Thurau et al., 2004), 전통적 구전보다 매

우 빠른 확산 속도를 가지기 때문에, SNS 채널은 온라인

구전을 촉진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Vollmer & Pre-

court, 2008).

기업의 CSR 활동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에도 SNS 채널

이 사용된다. 예를 들어, 삼성물산 패션부문은 단순한 프

로모션 이벤트로써 CSR 활동이 아닌 지속적인 실천을

위해 CSR 매장인 ‘Heartist House’를 열었다(An, 2015).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기부하고 판매하자는 목적을 가

진 ‘Heartist House’는 그들의 활동을 홍보하고 소비자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의

SNS를 통해서 소비자와 소통한다(An, 2015). 이와 같이

CSR 활동은 기업에서 단독으로 기부하고 이를 알리는

활동을 해왔던 일방향에서, SNS를 통해 CSR 활동에 소

비자를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소통하여 소비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양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를 ‘CSR

2.0’ 혹은 ‘CSR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지칭한다(Visser,

2010). 웹 2.0 시대의 대부분의 소비자는 SNS 계정을 적

어도 한 개 이상 소유하고 있고, 2015년 기준 SNS 이용

률은 43.1%으로 이용자의 50% 이상이 하루에도 여러 번

접속한다(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2014). 또한 모바일

을 통한 인터넷 사용의 주 목적은 정보 습득, SNS와 메

신저를 통한 커뮤니케이션(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2014)이라는 점에서 CSR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채널

중 하나는 SNS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CSR 활동의 방향이 변화하고 있는 지금,

SNS를 활용한 더욱 효과적인 CSR 전략 수립을 위한 시

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통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

단되었다. 그러나 CSR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는 기

업의 경쟁력이나 이용자의 동기를 파악하는 연구가 대부

분이었다(Chang & Ahn, 2012; Visser, 2010). 이에 본 연

구는 SNS 상에서 소비자가 CSR 정보를 접했을 때 온라

인 구전수용과 기업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

히고자 하였다. 정보 수신자는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원

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정보 수용, 설득, 태도 등에 영향

을 받기 때문에(Bansal & Voyer, 2000), 본 연구에서는 정

보원의 특성을 다차원으로 접근하여 온라인 구전수용과

기업태도와의 관계를 밝혔다. 또한 SNS 상에서 소비자

가 접한 CSR 정보원 특성이 온라인 구전수용과 기업태

도에 미치는 영향은 정보원의 유형(상업적 정보원 vs 소

비자 정보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가정하여 전체

적인 연구모형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패션 기

업에서 CSR 활동을 수행하고자 할 때, 소비자에게 효과

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적합한 정보원 유형을

선정하고, 소비자의 정보 수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선정

된 정보원의 특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

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II. 이론적 배경 및 가설 도출

1.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

sibility)

1)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개념 및 유형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Bowen(1953)이 기업의 의

무는 우리 사회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행동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며, 원칙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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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본격화되었다. 기업의 윤리적인 책임을 강조하였

던 초기의 CSR 개념은 지속적으로 학계와 실무자들에

게 논의되면서 다양한 차원으로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2010년에는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기업의 지배구조 개

선, 환경보호, 인권보호, 공정한 조직의 운영, 지역사회

개발, 소비자 이익 실현, 노동 개선 등 CSR 7대 원칙을

담은 사회적 책임 경영 인증 시스템인 ISO26000을 제정

하였고, 기업과 정부에게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것을 요

구하고 있다(Lee, 2009). 이와 같이 CSR이 표준으로 정

립되었다는 점에서 더 이상 CSR은 기업의 선택이 아니

고 기업이 갖추어야 할 기업 간 경쟁의 필수적인 요소로

보인다.

복잡한 CSR 개념에 대한 통합적 시각을 제시한 Car-

roll(1979)은 CSR를 사회가 기업에게 기대하는 네 가지

요소인 경제적, 법률적, 윤리적, 자선적인 부분을 포함

하는 기업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현재 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CSR 영역은 주로 신제품 개발을 통한 일반 사회에

기여, 이익 극대화, 점유율 확대, 기술혁신과 경영전략, 고

용보장 등의 의무적 영역인 경제적 책임 영역이다(Kim,

2009). 또한 기업의 여유 자원을 사회에 환원하는 단순 기

부활동을 통해 자발적 영역인 자선적 책임 또한 행하고

있다. 국내 기업은 적극적인 CSR 활동보다는 기업의 스

캔들이나 위법행위를 하지 않으려는 소극적 CSR 활동을

해온다는 평가를 받아왔다(The Federation of Korean In-

dustries, 2006). 그러나 최근 환경보호, 동물권리보호, 투

명한 거래, 정직한 판매 등에 대한 윤리적 영역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윤리적 소비를 하고자 하

는 소비자들의 움직임이 이슈화되면서(Huh, 2011) 국내

기업은 윤리적 책임 영역의 CSR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

CSR 활동 방향성도 바뀌어 가고 있다(Chang & Ahn, 2012).

2) 패션 산업에서의 CSR 활동

패션 기업은 CSR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면서 사회 공

헌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기보다, 단발적 CSR

활동으로 긍정적 기업이미지 구축을 위한 홍보 수단으

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었다(Ahn & Ryou, 2011). 그러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패션 산업은 과잉 생산으로 인한 의

류 쓰레기, 가죽이나 퍼(fur) 제품을 위한 무자비한 동물

사살, 마케팅 자극을 통한 낭비적 소비조장 등으로 비판

을 받아왔다(Joy et al., 2012). 특히 ZARA와 H&M과 같

은 패스트 패션 브랜드가 이러한 비판의 중심에 서 있다.

이들의 짧은 판매주기 전략은 소비자의 충동적인 과소비

를 조장하였고, 그 결과 걷잡을 수 없는 의류 쓰레기를 증

가시켰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낮은 판매가를 위해 개

발도상국 공장 노동자의 노동력 갈취를 통해 생산단가

를 낮추는 등의 비윤리적 경영이 비난을 받는 이유이다

(Morgan & Birtwistle, 2009). 이와 같은 기업의 비윤리적

인 행동에 대해서 윤리적 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들은

반대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다(Park & Kang, 2009; Pe-

yer et al., 2017). 따라서 소비자들의 윤리적 소비의식은

기업의 중요한 논제가 되었고(Quazi, 2002), 이에 H&M

이나 Nike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는 이러한 비윤리적 관

행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이를 자사의 홈페이지에 공

개하는 등의 CSR 활동을 펼치고 있다.

동물의 퍼나 가죽은 패션 제품의 소재로 사용되어 왔

는데, 죽은 동물의 퍼나 가죽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살

아있는 동물을 무자비하게 사살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동물권익보호 차원에서 비난을 받아왔다. 이에 디자이너

패션 브랜드인 Stella McCartney나 Vivienne Westwood

등은 동물권리보호에 앞장서고 그들의 상품에는 동물

성 섬유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이

러한 그들의 철학을 SNS 상에 공유하여 소비자에게 알

리고, 동참시키고자 하는 온라인 CSR 활동을 펼쳐왔다

(Mcguire, 2015).

과거에 패션 기업이 주로 수행했던 헌 옷 기부와 같은

단발성 CSR 활동이나, 자신의 선행이나, 생산과정을 공

개함으로 자사의 공정한 거래를 홈페이지에 알리는 소

극적 CSR 활동에서 SNS를 통해서 소비자의 참여를 유

도하고 또 소비자가 자신이 정보원이 되어 홍보를 하는

양방향으로 CSR 활동 방향이 변화하고 있다. 온라인 구

전의 큰 영향력을 가진 SNS 채널은 이러한 양방향 커뮤

니케이션이 가능한 적합한 도구로 기업의 온라인 CSR

활동을 더욱 쉽게 가능하게 하였다.

2. 온라인 구전(Electronic Word-of-Mouth; eWOM)

소비자는 일상생활에서 여러 정보원으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이때 브랜드, 제품, 서비스에 관한 정

보를 소비자는 자신의 상업적인 이익과 관계없이 다른

소비자와 대화를 통하여 전달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행위

를 구전이라고 한다(Aaker & Myers, 1987; Buttle, 1998).

특히 온라인 매체를 통해 구매후기를 남기는 등 온라인

상에서 소비자 간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는 온라인 구전

이라고 지칭한다(Bickart & Schindler, 2001; Chatterjee,

2001; Hennig-Thurau et al., 2004). 구전을 통해서 얻은 정

보는 자신과 같은 소비자인 타인에게서 획득한 비공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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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비상업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정보 수신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Borgida & Nisbett, 1977; Engel et al.,

1969; Richins, 1983; Schiffman & Kanuk, 1997)는 점에

서 주목받아 왔다.

온라인 구전은 기업의 홈페이지, 블로그 등이 주를 이

루었으나 최근 핵심 채널은 SNS라고 할 수 있다(Yang &

Yoo, 2014). 이처럼 SNS가 온라인 구전을 촉진하는 도구

로 인식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이유는 SNS는 소비자가 경험한 제품 및 서비스

에 대한 정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정보를 자신의 페이지에 쉽게 공유할 수 있기 때

문에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동시다발적으로

다수의 타인에게 확산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졌다는 것

이다(Vollmer & Precourt, 2008). 두 번째 이유는, SNS는

소비자 자신이 직접 맺은 관계를 기반으로 소통이 이루

어지는 공간으로써 그 공간 안에서의 정보를 진정성이

있다고 인지하기 때문에(Lee & Jeong, 2013), SNS 상에

서의 정보를 신뢰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Mangold & Faulds, 2009). 또한 소비자가

24시간 휴대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확산과 수용은 SNS

상에서의 소통을 더욱 빈번하고 쉽게 만들었고, 이는 결

과적으로 SNS 온라인 구전의 중요성을 더욱 증가시켰다.

기업이 제공하는 CSR 정보는 상업적 정보와 목적이 다

르다. 따라서 SNS 상에서 CSR 활동이 담긴 정보가 소비

자의 구전수용과 기업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

한 CSR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원의 유형에 따라서 구전

수용과 기업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 것

은 온라인 CSR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

하다고 할 수 있다.

1) 정보원의 특성에 따른 온라인 CSR 정보의 구전수용

정보 수신자가 획득한 정보를 어떻게 인지하는지에 따

라서 정보를 대하는 태도는 달라진다. 소비자는 잡지, 신

문, Blog, SNS, 타인 등에서 정보를 얻는데, 확인 가능한

모든 형태의 정보 출처를 정보원이라고 한다(Im & Lee,

2001; Sigal, 1973). 일반적으로 정보 수신자인 소비자는

정보원을 평가함으로써 태도나 행동의도를 형성하게 되

는데, 구전정보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와 구매의도를 형

성하는 것을 구전수용이라고 한다(Choi & Namkung,

2015; Harrison-Walker, 2001; Pitta & Fowler, 2005). 구

전수용은 소비자의 태도, 구매의도 및 구매행동에 영향

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변수로 연구되어 왔다(Choi &

Namkung, 2015; Kim, 2006; Pitta & Fowler, 2005). 온라

인 구전수용은 온라인 상에서 정보 수신자가 제품구매

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게 인지하고, 제품에 대해 긍정적

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을 지칭한다(Harrison-Walker,

2001; Seo, 2013; Sussman & Siegal, 2003). 따라서, 온라

인 구전수용은 온라인 구전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

를 파악하는 중요한 측정변수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SNS 상에서 접하게 되는 온라인 CSR 정보

특성이 소비자의 온라인 구전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밝

히는 것으로, Ohanian(1990)의 연구에 따라 정보원 특성

을 세 가지 차원인 전문성, 신뢰성, 매력성으로 구분하

였다. 이 세 가지 차원은 정보 수신자가 정보원을 평가

하는 것에 근거한다(Haley, 1996).

전문성(Expertise)은 정보 수신자들이 정보원이 전달하

고자 하는 주제나 문제에 대하여 올바른 대답이나 정확

한 판단을 제시할 수 있다고 지각하고 있는 정도를 말한

다(Ohanian, 1990). 정보 수신자가 정보원의 전문성을 높

게 인지할수록 소비자의 반응이 호의적으로 나타나고

(An, 2007; Bansal & Voyer, 2000), 태도변화를 쉽게 일으

키며(Hass, 1981), 정보 확산과 같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Wangenheim & Bayón, 2004).

신뢰성은 객관적이며, 정직한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

하는 정보원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의미한다(Moorm-

an et al., 1993; Shimp, 2010). 정보원의 신뢰성은 정보원

이 진실을 말할 가능성의 정도를 나타내며, 정보 수신자

즉 소비자가 메시지의 전달자의 객관적인 정보 제공능

력을 지각하는 정도를 말한다(Ohanian, 1990). 일반적으

로 메시지 내용을 전달하는 정보원의 신뢰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소비자들이 그 메시지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

아지고(Choi & Rifon, 2002; Hass, 1981; Hong, 2005), 수

용된 메시지는 내면화라는 심리적 과정을 통해 소비자의

태도를 변화시킨다(Hovland et al., 1953; Pornpitakpan,

2004). 온라인 정보원에 대한 높은 신뢰는 온라인 구전

수용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Park, 2009),

정보 수신자는 SNS 상에서 높은 검색과 공유의도를 가

진다(Chu & Kim, 2011).

정보원의 매력성은 신체적 매력성과 심리적 매력성

으로 나뉜다(Erdogan et al., 2001). 본 연구의 정보원은

SNS 상에서 포스팅을 실행하는 주체를 의미하므로 소

비자가 지각하는 심리적 매력성을 의미한다. 심리적 매

력성의 결정요인은 친밀성, 유사성 및 호감성으로(Oha-

nian, 1990), 소비자는 정보원이 자신과 비슷하고, 거리감

이 없이 친근하다고 느낄 때 호감을 갖게 되며, 이를 통

해 매력이 높다고 인지하게 된다(Cha, 1989). 이러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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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원의 인지된 매력성은 동일시 ·일체화 과정을 통해 수

신자의 메시지에 대한 구전수용의도를 높인다(Hong,

2005; Sohn, 2013).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온라인 상에서 CSR에 관한 정

보에도 적용될 것이라 예상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이 도

출되었다.

가설 1-1. SNS 상의 구전정보원의 높은 전문성은 소

비자의 온라인 CSR 구전수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SNS 상의 구전정보원의 높은 신뢰성은 소

비자의 온라인 CSR 구전수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SNS 상의 구전정보원의 높은 매력성은 소

비자의 온라인 CSR 구전수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온라인 CSR 구전수용이 기업태도에 미치는 영향

태도는 특정 대상을 좋고 싫음이나 호의적 비호의적

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Zimbardo & Leippe, 1991).

기업태도는 소비자들이 호의적 혹은 비호의적으로 기업

을 평가하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소비자들이

기업과 관련 있는 행동을 결정하거나 제품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Keller, 1998). 온라인 구전

수용은 정보원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게 인지하고 긍정

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Harrison-

Walker, 2001; Seo, 2013; Sussman & Siegal, 2003), 온라

인 CSR 구전수용을 한 소비자는 CSR 정보원에 대한 불

확실성을 낮게 인지하고 정보원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

지를 형성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 CSR 정

보원으로부터 형성된 긍정적인 이미지는 기업을 긍정적

으로 평가하게 되고 이는 곧 긍정적인 기업태도를 형성

할 것으로 예상된다. Brown and Dacin(1997)은 소비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인지했을 때,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을 밝혔다. 따라서 온라

인 CSR 구전수용을 한 소비자는 긍정적인 기업태도를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되어, 다음의 가설이 도출되

었다.

가설 2. SNS 상 CSR 정보에 대한 온라인 CSR 구전수

용은 소비자의 기업에 대한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정보원 유형에 따른 온라인 CSR 구전수용의 차이

정보원 유형은 크게 광고와 같은 상업적 정보원과 준

거집단과 같은 개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구전 등 소비자

정보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Engel et al., 1969; Westbrook

& Fornell, 1979). 다수의 소비자는 정보원 유형에 따라

서 제품에 대한 반응과 태도에서 차이를 보이는데(Yu et

al., 2013) 소비자는 기업과 같은 상업적 정보원의 정보보

다는 지인이나 친구 등의 소비자 정보원의 개인적 의견

에 따라 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Oh, 2016).

익명성으로 인한 낮은 신뢰성이 문제가 되었던 온라인

구전과는 달리 SNS는 관계를 기반으로 한 상호작용을

통해 정보를 생산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더

넓은 사회적 연결망으로 확장되어 온라인 구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오고 있다(Boyd & Ellison, 2007). 정

보원의 유형은 온라인 구전의 영향력 측정에서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는데, SNS 상에서 구전은 동일한 정보

에도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원 유형과 또한 정보원 특성

에 따라서 정보 수신자의 반응과 태도는 달라진다는 것

이 밝혀졌다(Choi, 2013; Yun & Bae, 2011). SNS 상에서

정보원의 유형을 나누면 다음과 같다. SNS 상에 기업의

상품홍보를 위한 상업적 목적이 있는 포스팅은 상업적

정보원 카테고리 안에 속한다고 할 수 있고, 소비자가

직접 상품의 구매, 사용 후에 경험에 대한 내용이 담긴

포스팅은 소비자 정보원 카테고리에 속한다고 할 수 있

다. 또한 소비자가 기업의 포스팅을 공유하여 자신의 페

이지에 리포스팅하는 경우도 상업적 목적이 없이 본인

의 주관적인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 정

보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Kim and Cho(2014)은 정보원의 사회적 거리감에 따른

기업 페이스북 페이지의 광고효과 연구에서, 대학생 기

자와 같이 사회적 거리감이 가까운 경우가 기업의 홍보

담당자와 같이 먼 경우보다 메시지 태도와 온라인 구전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을 밝혔다. Paek et al.(2011)

의 연구에서 아동학대방지 공익광고 UGC에 대하여 전

문가보다는 또래집단이 올린 동영상에 대한 인지된 유

사성과 태도 및 이슈 중요성에서 더 효과적이었으며, 사

람들은 친한 친구가 추천한 뉴스를 친하지 않은 친구가

추천한 뉴스보다 더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알 수 있

었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SNS 상 정보원의

유형에 따라서 정보원의 특성이 CSR 온라인 구전수용

과 기업태도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

되어, 다음의 가설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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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 SNS 상 정보원의 유형(상업적 정보원 vs. 소

비자 정보원)에 따라 정보원의 특성(전문성,

신뢰성, 매력성)이 CSR 온라인 구전수용과 기

업태도에 미친다는 제안된 연구모형에 차이

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안한다(Fig. 1).

III.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온라인 자극물을 본 후 응답하는 설문지법을 사용하고

자 한다. 온라인 페이스북 포스팅 자극물 선정을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을 통해

진행되었다. 설문지 구성을 위해 선행연구들을 참조하

여 연구목적에 맞도록 측정도구를 적절히 구성하고자

하였다.

1. 자극물 개발

본 연구에서는 SNS 정보원 자극물로 우리나라의 20

~30대 사이에 가장 높은 사용률을 가진 페이스북을 선

정하였다(Lee, 2014).

CSR 활동 내용으로 윤리적 소비의 대표적인 예인 ‘비

건패션’으로 선정하였다. ‘비건패션’이란 동물학대가 없

는 원재료를 사용해 만드는 제품을 일컫는 말로, 가죽

대신 합성피혁, 울 대신 폴리에스터 섬유, 모피 대신 인

조모피를 사용하여 윤리적 생산을 하는 패션이라고 할

수 있다(Choi & Yoh, 2013; Yoo, 2012). 환경보호와 윤

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앞으

로 더 많은 기업에서 비건패션을 지향할 것이고, 소비자

역시 이러한 소비트렌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

라서 본 연구의 페이스북 포스팅 자극물은 비건패션으

로 제작하여 CSR 커뮤니케이션의 일환으로 비건패션을

제안하는 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태도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정보원의 유형에 따라서 연구의 자극물은 두 가지로 분

류하였다. 첫 번째 자극물은 상업적 정보원이 게시한 비

건패션에 내용이 담긴 포스팅이며<Fig. 2>, 두 번째 자극

물은 개인정보원이 첫 번째 자극물을 리포스팅한 경우

이다(Fig. 3). 실제 페이스북 레이아웃을 사용하여 실험

참가자들이 페이스북 페이지의 포스팅임을 인지할 수 있

도록 하였다. 또한 실험참여자들이 더욱 정보원의 유형

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 실험참여

자들에게 설문지에 자신과 가깝다고 느끼는 ‘기업’ 또

는 ‘개인’의 이름을 기입하게 하고, 그 다음 보게 되는 자

극물 페이스북 페이지에 실제 자신이 기입한 이름이 나

타나게 하였다. 기입한 이름은 <Fig. 2>−<Fig. 3>의 빨간

색 네모칸에 보여지게 하였다.

포스팅 사진과 내용이 CSR과 관련된 비건패션 내용으

로 올바르게 조작되었는지 자극물을 검증을 위하여 본 설

문조사에 앞서, 20~30대 여성 60명을 대상으로 2015년

10월 초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참여자

들이 자극물을 CSR과 관련된 내용으로 인지하는지를

단순하게 검증하는 것으로 편의상 모바일 설문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20대와 30대 여성 60명이 참여하였다. 이

는 40대 이하 집단에서 SNS를 활용하는 비중이 높고, 인

터넷 댓글이나 온라인 구전 등에 대한 활용도가 높기 때

Fig. 1. Proposed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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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Choi & Rha 2012). 30명에게는 포스팅을 보여주

고 본 포스팅 내용이 ‘CSR과 관련되었다고 생각한다’에

대하여 ‘네’ 또는 ‘아니오’를 선택하는 객관식 형식과,

나머지 30명에게는 ‘위의 포스팅을 읽고 어떠한 주제인

지 적으시오’라는 주관식 형식을 통해 조작을 검증하였

다. 주관식 질문에 ‘미술작품’, ‘홍보’라고 대답한 두 명

을 제외하고는 모두 포스팅 내용에 대하여 CSR과 관련

된 응답을 하였다. 객관식 질문에는 ‘아니오’라고 응답한

한 명을 제외하고는 긍정의 응답을 하였다. 따라서 예비

조사를 통해 자극물이 본 연구의 의도에 맞게 조작되었

음을 확인하였다.

2. 자료수집 및 분석

예비조사를 통해 자극물 조작을 확인한 후, 예비조사

에 사용된 동일한 자극물을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전문 리서치 기관의 패널을 이용하여 전국에 거

주하는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2015년 10월 20일부터

10월 25일 사이에 온라인으로 시행되었다. 응답자들이

CSR 활동이 페이스북에서 실행되고 있음을 더 잘 인지

하게 하기 위해 PC를 통해 설문페이지에 접속 후 설문

에 응답하였다. 자극물이 모피와 관련되어 있고, 모피는

남성보다 여성이 선호하기 때문에 여성 표본으로 한정

하였다. 또한 2014년 기준으로 20~30대가 전체 페이스

북 이용자의 65.8%로 과반수가 넘어(Kim, 2016) 주요

이용고객으로 판단되어 피험자 나이를 20~30대로 제한

하였다. 본 연구참여자는 약 320명으로, 모두 최종분석

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들은 SPSS 21.0과 AMOS 18.0을 이용하

여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SPSS 21.0을 이용하여 빈도

분석, 교차분석, 기술통계,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AMOS 18.0으로 확인적 요인분석

과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320명의 표본은 카이제곱 결과, 응답자의 연

령, 결혼여부, 학력, 직업, 월 평균 가계수입에 대해서 두

유형의 설문지 상의 차이는 없었다. 인구통계적 특성을

보면, 응답자 연령은 20~29세가 가장 많았다(45.7%). 대

부분이 미혼(93.7%)이었으며, 대학교 재학 및 졸업 응답

자의 합이 과반수 이상(67.3%)이었다. 응답자의 직업은

직장인 또는 학생(91.7%)이었으며, 월 평균 가계수입은

300만 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32.5%).

응답자 모두 하루에 한 번 이상은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척도구성

선행연구를 통해 정보원의 특징, 구전수용, 기업태도

의 척도를 추출하였다. 먼저 정보원의 특징은 <Table 1>

에 보이는 것과 같이 전문성, 신뢰성, 매력성으로 3차원

으로 구분하여 각 2문항, 3문항,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Table 2>와 같이 구전수용은 1개의 요인으로 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기업태도는 1요인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Fig. 2. Stimulus 1-CSR posting from a corporation. Fig. 3. Stimulus 2-CSR posting from an indiv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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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측정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1) 전체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의 구성체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AMOS 18.0을

사용하여 전체 측정모형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3>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연

구의 주요 적합도 지수들은 적합한 범위 내에 있었다(χ
2

(df=112)=185.51, p=.00, Normed χ
2
(CMIN/DF)=1.66, GFI

=.91, CFI=.96, NFI=.91, TLI=.95, RMSEA=.06). 각 구성

개념의 신뢰도를 측정은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여

검증한 결과 모두 .70 이상의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2) 측정변수들 간의 수렴타당성 및 판별타당성 확인

정보원의 특성(전문성, 신뢰성, 매력성), 구전수용 및

기업태도가 서로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5개

잠재변수의 구성체 타당성을 살펴보았다. 구성체 타당

성은 어떤 측정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요인의 값을 얼

마나 정확하게 측정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Lee &

Lim, 2011), 수렴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먼

저 수렴타당성을 평가하고자 평균분산추출(Average Va-

riance Extracted; AVE)과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

lity; CR)를 측정하였다(Fornell & Larcker, 1981). 그 결

과 변수들의 평균분산추출값이 모두 .53~.74의 범위를 보

여 수렴타당성을 만족시켰고, 개념신뢰도 역시 .75~.87

의 범위를 보여 수렴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정보원의 특성이 구전수용 및 기업태도에 미치

는 영향

정보원의 특성(전문성, 신뢰성, 매력성)이 구전수용 및

기업태도 변수들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체 경

로모형을 구성하고 검증하였다(Fig. 4). 연구모형의 모델

적합도 지수는 모두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χ
2
(df=

67)=90.50, p=.03; Normed χ
2
=1.35; GFI=.94; CFI=.99

NFI=.94; TLI=.98; RMSEA=.04).

정보원의 세 가지 차원인 전문성(β=.27), 신뢰성(β=.30),

매력성(β=.35)은 모두 온라인 구전수용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쳤으므로 가설 1-1, 1-2, 1-3은 채택되었다. 소비자

가 환경보호 및 윤리적 소비를 지지하는 CSR 활동에 대

한 내용이 담긴 페이스북 포스팅을 접하게 되었을 때, 소

비자가 정보원이 환경보호와 윤리적 소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전문성을 인지하게 되면 긍정적인 구전수용

Table 1. The scale of information source

Factor Item. Source

Expertise
Information source knows about the posting very well.

Ohanian

(1990)

It is an undeniable fact that information source is an expert on the posting.

Trustworthiness

Information source would not pretend to know about what he/she does not know well.

Information source would not either exaggerate or lie.

Information source would be sincere every time.

Attractiveness

I cannot feel the sense of distance with information source.

Information source is very attractive.

Interest of Information source is almost the same as mine.

Table 2. The scale of e-WOM acceptance and attitude toward a company

Factor Item Source

e-WOM

acceptance

I will accept the information from the posting. Revised from

Kim and Hwang (1997);

Seo (2013);

Sussman and Siegal (2003)

The posting is helpful in learning either products or service.

After reading the posting, I consider either a certain product or service excellent.

Attitude toward

a company

This company is likable.
Ajzen and Fishbein

(1980)
This company will be successful in a long term.

This company is very interested in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SNS 정보원 특성이 온라인 CSR 구전수용과 기업태도에 미치는 영향

– 817 –

의사를 갖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정보원이 진

실을 전달하며 또한 정보원이 매우 매력적이라고 인지

할 때 구전수용과 정적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즉 소비

자는 정보원의 전문성, 신뢰성, 매력성을 높게 인지하게

Table 3. The resul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or measurement

Factor Items
Standardized

factor loading
t-value Cronbach's α AVE CR

Expertise

Information source knows about the posting very

well.
.84 05.58

.77 .62 .70
It is an undeniable fact that information source

is an expert on the posting.
.74 -

a

Trustworthiness

Information source would not pretend to know

about what he/she does not know well.
.77 11.97

.87 .69 .81Information source would not either exaggerate

or lie.
.90 13.53

Information source would be sincere every time. .81 -
a

Attractiveness

I cannot feel the sense of distance with inform-

ation source.
.71 10.30

.83 .62 .77Information source is very attractive. .87 -
a

Interest of Information source is almost the same

as mine.
.77 11.23

e-WOM

acceptance

I will accept the information from the posting. .70 -
a

.77 .53 .75

The posting is helpful in learning either prod-

ucts or service.
.75 09.48

After reading the posting, I consider either a cer-

tain product or service excellent.
.74 09.37

Attitude toward

a company

This company is likable. .89 -
a

.83 .74 .87
This company will be successful in a long term. .95 20.67

This company is very interested in the protect-

ion of the environment.
.72 12.60

χ
2
(df=112)=185.51, p=.000; Normed χ

2
=1.66, GFI=.91, CFI=.96, NFI=.91, TLI=.95, RMSEA=.06

a: Unstandardized estimates was fixed by a value of one, so the t-value was not given.

Fig 4. Summary of the SEM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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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미지

를 형성하게 된다. 이는 소비자가 기업에 대한 태도를 긍

정적으로 형성하는데 토대가 된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는 CSR 패션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온라인 구전수용은

소비자의 기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β=

.84)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가 채택되었다. 구전

을 수용했다는 것은 정보원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근거

하는 불안감이 낮아지고 신뢰가 생겼다는 것은 암시하며,

이는 곧 정보원, 즉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되

었다는 것을 경로모형의 결과로 증명하였다.

3. 정보원 유형에 따른 효과 비교

정보원의 특성(전문성, 신뢰성, 매력성)이 온라인 구전

수용과 기업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가 정보원 유

형(상업적 정보원 vs 소비자 정보원)에 따라 어떻게 차이

가 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1) 측정모델의 등가성 확인

측정모델의 등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중집단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집단 요인분석은 형태동일성과

측정동일성으로 확인할 수 있다(Bae, 2009; Yu, 2014).

(1) 형태동일성 검증

형태동일성은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두 집단의 차이 검

증에 있어서 각 집단의 높은 모델 적합성을 보이고, 유의

한 요인부하량을 가져야 형태동일성이 확보된다. 상업적

정보원의 포스팅을 읽은 집단의 경우(χ
2
(df=67)=92.54,

p=.21; Normed χ
2
=1.38; RMR=.08; GFI=.89; CFI=.97;

TLI=.96; RMSEA=.06)와 개인정보원이 기업 포스팅을 리

포스팅한 것을 읽은 집단의 경우(χ
2
(df=67)=93.54, p=.19;

Normed χ
2
=1.39; RMR=.08; GFI=.89; CFI=.97; TLI=.95;

RMSEA=.06)는 각각 수용 가능한 모델 적합도를 보였다.

요인부하량도 모두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형태동일성이 확보되었다.

(2) 측정동일성 검증

측정동일성 검증은 비제약모델과 요인부하량 제약모

델의 카이제곱값 증가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정보원 유형에 따른 집단의 요인부하량 매트

릭스에 대한 제약모델을 비교한 결과 비제약모델의 적합

도(χ
2
(df=140)=192.08, Normed χ

2
=1.37, CFI=.88, TLI=

.96, CFI=.97, RMSEA=.04)와 요인부하량 제약모델의 적

합도(χ
2
(df=149)=201.25, Normed χ

2
=1.35, CFI=.88, TLI

=.96, CFI=.97, RMSEA=.04)를 비교한 결과 제약모형의

카이제곱 증가치가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아 두

집단 간 측정동일성이 확보되었다(Δχ
2
=9.17, p=.42). 이

로써 정보원 유형집단은 연구모델에 포함된 모든 잠재

변인에 대하여 동질적인 측정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후의 구조모델분석은 완전동일 측정모델을 바탕으로

검증하였다.

2) 다중집단 경로분석

정보원 유형에 따른 두 집단의 경로계수 차이를 검정

하기 위해 차이를 비교하려는 경로에서 두 경로계수의

크기가 같다는 제약을 두고 분석한 모형과 비제약모형

간의 χ
2
 차이 검정을 실시했다. 집단 간 경로계수 차이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경로 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3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집단 간 경

로계수의 유의한 차이는 나지 않았지만, 각 집단에서는

형태동일성과 측정동일성이 확보되었으므로 각 집단 내

에서 경로계수를 비교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Table

4>와 같이, 먼저 상업적 정보원의 CSR 포스팅을 본 소비

자의 경우, 신뢰성(β=.28)만 구전수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정보원에 의해서 리포

스팅된 경우는, 전문성(β=.28), 신뢰성(β=.27), 매력성(β

=.49) 모두 구전수용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검증

하였다. 또한 상업적 정보원(β=.80) 혹은 소비자 정보원

(β=.91)으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구전수용한 응답자는 긍

정적인 기업태도를 형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먼저, 두 집단 간의 경로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CSR

메시지에 소비자가 노출되었을 때 정보원의 신뢰성을 인

지하게 된다는 점이다. 비건패션의 메시지와 동물을 무

자비하게 죽이는 사진이 포함된 페이스북 상의 CSR 메

시지는 비건패션의 선호여부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사람

들은 윤리적인 메시지라고 간주할 것이다. 따라서 올바

른 가치관을 담고 있는 CSR 메시지는 상업적 혹은 소

비자 정보원에 관계없이 소비자의 신뢰는 높아진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반면 참여자 자신과 동일한 입장에

있는 소비자 정보원의 포스팅일 경우, 전문성과 매력성

을 인지했을 때 구전수용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이는 정보 수신자가 자신과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사람의 정보를 구전한다는 선행연구를 뒷받침하

는 결과를 지지한다(Kim & Cho, 2014). 이 결과는 기업

에서 CSR 메시지를 포스팅할 때, 자연스럽게 많은 소비

자에게 공유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전략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참여단과 같은 소비자 정

보원을 통한 구전전략도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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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한다.

3) 정보원 유형에 따른 요인별 t-test

앞서 살펴본 구조방정식의 결과에 따르면 정보원 유

형에 따른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정보원의 특

성요인인 전문성, 신뢰성, 매력성과 구전수용, 기업태도

의 다섯 가지 요인들을 정보원 유형에 따라서 유의한 차

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t-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상업적 정보원과 소비자 정보원 집단 사이에 의미 있

는 차이를 나타낸 것은 전문성, 매력성이었다. 먼저 전문

성의 경우, t-test 결과 응답자는 소비자 정보원보다 상업

적 정보원의 전문성을 더 높게 인지한다는(p<.05)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Table 4>의 집단별 경로계수에

서는 상업적 정보원일 경우 전문성은 구전수용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소비자 정보원일 경우에는

전문성은 구전수용과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소비자가 비록 기업정보원의 전문성을 소비

자 정보원의 전문성보다 더 높게 평가하더라도 구전수

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Shin and Cho

Table 4. Results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Results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standardized coefficient)

Type of

information source

Corporation

Individual

**р<.01, ***р<.001

n.s.: non-significant.

Table 5. Differences of research variables between information source type

Variables
Corporation Individual

t-value
Mean (S.D.) Mean (S.D.)

Expertise 4.20 (1.07) 3.94 (1.13) −2.11***

Trustworthiness 3.82 (1.06) 3.76 (1.18) −0.51***

Attractiveness 3.64 (1.00) 4.18 (1.13) −4.54***

e-WOM acceptance 4.44 (0.91) 4.23 (0.93) −1.13***

Attitude toward company 4.39 (0.99) 4.27 (1.00) −1.07***

*р<.05, ***р<.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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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는 소비자가 페이스북 정보원의 사회적 거리감이

가깝다고 느낄수록 페이스북의 정보를 쉽게 수용한다

고 밝혔는데, 본 연구의 결과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

해할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 자신의 지인의 포스팅은

기업의 포스팅보다 인지된 사회적 거리감은 낮을 것이

라고 판단되는데, 따라서 소비자는 소비자 정보원의 포

스팅을 전문성의 높고 낮음의 판단여부와 관계없이 더

쉽게 구전수용을 할 것이라고 보인다.

매력성의 경우, 소비자가 소비자 정보원의 포스팅이

더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고, 정보의 심리적 거리감이 가

깝고 또한 매력적이라고 인지하기 때문에 기업정보원

보다 더 높게 매력성을 인지한 것으로 해석된다(Mcorpo-

ration=3.64 vs Mindividual=4.18, p<.001). 경로계수에서도 나

타났듯이 소비자가 기업의 포스팅을 봤을 때 정보의 인

지된 매력성은 구전수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는

상업적 정보원보다 자신과 비슷하고 거리감이 없다고

느끼는 소비자 정보원에 더 매력을 느낀다는 선행연구

(Cha, 1989; Hong, 2005; Sohn, 2013)와 유사한 맥락이

라고 할 수 있다.

V. 결 론

최근 CSR 활동은 소비자와의 소통이 비교적 용이하

고 정보 파급력이 큰 커뮤니케이션 채널인 SNS와 만나

CSR 2.0 세대를 맞이하였다. SNS 상에서 소비자들은 개

인의 관심사나 정보를 글, 이미지, 동영상 등의 다양한

형식을 통해 타인과 소통하는데, 이 과정 중에 소비자는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접하게 되고, 이

는 정보원에 대한 태도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SNS 채널

을 통한 온라인 CSR 활동을 펼치는 기업은 소비자와 직

·간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소비자에게 온

라인 CSR 정보를 수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직

접적인 참여도 기대한다. 소비자 또한 온라인 CSR 정보

를 수신하면서, 직접 CSR 활동에 참여하기도 하고, 공감

하는 CSR 정보에 대하여 온라인 상에서 공유활동을 하

기도 하여, 자발적인 소비자 정보원으로 활용되기도 한

다.

본 연구는 기업의 CSR 활동을 SNS에서 펼칠 때, 정보

수신자들이 정보원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서 구전수용 및

기업태도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 번

째, SNS 상에서 비건패션 내용이 담긴 기업의 CSR 포

스팅을 본 소비자가 SNS 정보원의 전문성, 신뢰성, 매

력성을 높게 지각할 때 온라인 CSR 구전수용에 정적으

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는 정보원의 세 가

지 차원인 전문성, 신뢰성, 매력성을 소비자가 높게 지각

할 때 구전수용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Cha,

1989; Hong, 2005; Park, 2009)를 지지하는 결과로 온라

인 CSR 내용이 담긴 정보일 때도 똑같이 적용됨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소비자의 온라인 CSR 구전수용은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 밝혀졌다. 이 결과는 선행연구들(Cho, 2007; Kim &

Kim, 2004; Park, 2009)과 비슷한 맥락으로, 소비자가 온

라인 CSR 정보를 구전수용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불확

실성을 낮게 인지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함으로

써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

막으로 정보원의 유형에 따라서 CSR 구전수용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조절효과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각 집단

내에서의 형태동일성과 측정동일성이 확보되어 각 집단

내에서의 경로계수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상업적 정

보원이 페이스북에 비건패션과 관련된 포스팅을 한 경

우, 정보원의 신뢰성만 소비자의 구전수용에 유의한 영

향을 끼친 반면, 소비자 정보원일 경우, 정보원의 전문

성, 신뢰성, 매력성 모두 CSR 구전수용에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패션 기업의 CSR 담당자들은 SNS를 통한 CSR

커뮤니케이션에서 소비자 정보원 특성의 중요성을 기

억해야 한다. CSR 활동이 상업적인 목적을 가진 마케팅

캠페인과 달리 사회의 공익을 위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는 자신과 같은 소비자가 정보

원일 때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CSR 커뮤니

케이션을 위한 전략 수립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자신이 평상시에 친근하다고 생각되는 기

업과 지인의 포스팅으로 실험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부

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기업과 지인의 포스팅의 경우 소

비자의 구전수용과 기업태도에 대한 관계를 밝히지 못

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로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

는 기업의 CSR 활동이 소비자의 구전수용과 태도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고찰할 것을 제안한다.

그동안 CSR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는 SNS의 기

능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추거나 이용자의 동기를 파악

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나, SNS 상에서 정보원의 특

성에 따른 SNS 구전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또한

정보원의 유형에 따른 차이점을 연구함으로써, 기존의

온라인 구전연구를 확장시키는데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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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온라인 CSR 활동은 소비자의 자발적인 공유행동과

직접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에 CSR 활동의

성공을 위해서는 SNS 채널의 활용은 필수불가결할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패션 기업에서는 이 연구결과를 바

탕으로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경쟁력을 갖기 위한 CSR

활동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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