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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팬데믹(Pandemic)으로 인해 온라인 시장의 규모가 급속하게 커졌다. 일상에서의 비대면화는그동안 기술수용에 늦은 

소비자마저 온라인구매의 편리함을 경험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들은 팬데믹 이후에도 온라인구매의 이점을 선호하

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제품 정보는 편평한 디스플레이상의 시각적 정보만

으로 축소되었다. 회사들은 차별적이고 경쟁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AR/VR, Streaming 기술 등을 도입하고 있지

만, 정직한 사용자들이 남긴 리뷰는 회사가 제공하는 잘 가공된 정보만큼 소비자에게 강력하게 인식되고, 회사의 상품개

발과 마케팅 및 판매 전략을 위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인식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소비자의

입장에서, 구매 의사결정 전에 참고하는 리뷰의 평점이 크게 어긋난다면, 소비자들은 어떻게 리뷰정보를 처리할까? 수렴

되지 않은 평점은 늘 신뢰할 수 없고 가치 없는 것일까?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개인 성향으로 볼 수 있는 조절초점

성향이 어떻게 사고방식을 지배하여 수렴되지 않은 정보를 수용하고 처리하는지 보이고자 하였다. 실험은 화장품을 대상

으로 제품 리뷰 평점의 분산(높음 vs 낮음)이 소비자의 조절초점(예방초점 vs. 향상초점)에 따라 제품 태도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 2x2 연구로 설계하였다. 연구결과, 예방초점의 소비자는 분산이 작을 때 높은 제품 태도를 보이지만, 향상초

점의 소비자는 분산이 클 때 높은 제품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로, 본 논문은 동일한 평균값의 

평가점수를 가진 제품이라도 후기의 분산 값에 따라 소비자의 조절초점 성향이 영향을 미쳐 제품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

을 설명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평점이 수렴되지 않는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처리의 메커니즘을 밝힌 이론적 공헌이

있으며, 실무적으로 기업은 리뷰가 축적됨에 따라 개인화되고 최적화된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등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식경영을 응용한 고객경험설계가 가능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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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COVID 19 범유행에 의한 일상의 비대면화는 디지털

에 친숙하지 않았던 소비자와 기술수용도가 낮은 성향

의 사용자까지 디지털에 적응하는 계기를 열어주었다. 

2020년 8월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에 접어들

면서 연간 전자상거래 규모는 작년 대비 26% 늘어나 

160조를 돌파하였고, 8월 한 달 동안 온 오프라인 병행 

몰은 4.2% 감소했지만, 온라인몰은 42.9%로 증가하였

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및 개별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국경을 넘는 상거래가 일상이 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은 이제까지 상품 확보, 경쟁적 가격, 결제 절차 

간소화, 빠른 배송 등 물리적 가능성 및 효율성 확보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이러한 인프라 전략이 충족된 

후에는 소비자의 정보처리를 위한 기술이 고도화될 것

으로 예상된다. 과거 기업에서 중시했던 오프라인 매장

의 좋은 입지, 인테리어, 디스플레이, 배경음악, 향기마

케팅, 시식, 시연 등의 체험이나, 심지어 유능한 판매원

의 세일즈 기술도 통하지 않는 온라인 매장은, 편평한 

디스플레이상에 펼쳐지는 시각적 정보만으로 고객을 

설득해야 하는 치열한 경쟁의 장이 되기도 하였다. 따

라서 제한된 공간에서 고객의 정보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조사나 쇼핑몰에서는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 또는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기술로 고객

에게 간접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시각적 정보에 청각적 

정보를 추가하여 동영상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기술은 미리 제작된 동영상 정보를 재생하던 것에서 

영상 제작과 동시에 방송을 송출하는 스트리밍(Streaming) 

기술로 진화되었고, 영상 제작 시 제품 및 사용자 후기

를 안내하는 BJ(Broadcasting Jockey)는 소통의 중심이 되어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라이브커머스(Live Commerce) 

를 견인하고 있다. 전통적인 홈쇼핑이 정해진 물량을 

정해진 시간 내 방송을 통해 판매하는 것이 중심이었다

면, 라이브 커머스는 물량, 시간, 장소와 관계없이 모바

일 플랫폼을 통해 구매자가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

(Active Control)할 수 있고, 더 높은 사회적 공존감(실재

감)을 느낀다는 특징이 있어 상품구매에 긍정적인 영

향을 주고 있다(이애리, 2021). 이러한 라이브커머스의 

시장규모는 2021년 기준 약 3조 원이며 2년 내 2배 이상

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김형원, 2021). 소비자 또

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펼쳐지는 

입소문은 텍스트에서 이미지, 동영상으로 다양하게 펼

쳐지고 있고, 온라인커뮤니티, SNS(Social Network 

Service)로 전개되면서 그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온라인 구전 관련 연구는 소비자의 관여도에 따른 

리뷰의 질과 양의 영향력(Park et al., 2007), 온라인 리뷰

로 인한 정보 과부하가 소비자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력(Park et al., 2007), 리뷰의 출처와 긍정성 또는 부정성

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Lee & Youn, 2009; Wu, 

2013), 전통적인 마케팅 대비 SNS상 리뷰의 효과

(Trusov et al., 2009), 리뷰의 극단 값과 리뷰의 품질이 

제품 유형에 따라 미치는 유용성의 차이(Mudambi & 

Schuff, 2010), 추천의 효과(Gupta & Harris, 2010), 리뷰

의 수와 양의 효과(Cui et al., 2012), 리뷰의 균형과 순서

의 영향력(Purnawirawan et al., 2012)로 이어져 왔다. 리

테일 분야에서 출발한 전자상거래는 오늘날 여행(Cheng 

& Jin, 2019; Ayeh et al., 2013), 식음료, 서비스, 교육, 

금융을 비롯한 수많은 산업에서 플랫폼 화되어 성장해 

왔다. 고객들이 리뷰정보를 접하고 교환하는 원천도 

쇼핑몰 웹페이지에서 트립어드바이저, 마이리얼트립, 

뽐뿌, 클리앙, 루리웹, 보배드림 등의 리뷰사이트와 

Facebook, Instagram, Pinterest, 카카오채널, 유튜브 등 

SNS으로 확대되어 각 사이트별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

징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Ayeh et al,. 

2013; 김은희, 유승엽, 2018). Ayeh et al. (2013)는 사용

자가 생성하는 정보는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소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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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다고 인지할 때 구매 의사에 영향을 미치

고 이는 기업과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신

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정직하지 않거나 과장된 

리뷰를 식별하는 자동화 도구를 사용하고, 부정적 리뷰 

관련 이슈가 해결된 최근의 리뷰에 소비자의 관심을 

끌게 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는 창의적인 

방식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김은희 & 유승엽 (2018)

은 페이스북 광고의 구성요인(맞춤 흥미성, 맞춤 정보

성, 광고노출성, 주변인 반응성, 제품후기 정보성)을 찾

고 이들이 신뢰도를 높이는 요인(맞춤 정보성)과 신뢰

도를 떨어뜨리는 요인(광고 노출성)으로 분류하였으

며, 구매의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맞춤 정보성과 광고 

흥미성이 의미 있음을 발견하였다. 리뷰의 수렴 또는 

발산정도를 나타내는 분산 관련 연구로는 리뷰의 분산

크기와 매출 성장(Clemons et al., 2006), 리뷰의 분산과 

판매순위(Sun, 2012)로 양적 상관관계를 보여준 연구가 

있었고, 리뷰의 분산이 제품유형, 리뷰의 설득력, 리뷰

의 개수에 따라 제품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Park & 

Park, 2013)을 밝힌 실험연구가 있었다. 최지은 & 여민

선 (2018)은 온라인 리뷰 평점의 분산이 소비자를 설득

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소비자의 소비동기를 즐

거움의 추구와 자기표현으로 분류하여 소비동기에 따

라 분산에 다르게 반응함을 밝혔다. 

한편, 리뷰자체의 특성이 아닌 소비자의 특성을 다

룬 연구들도 있다. 소비자가 제품리뷰 정보를 처리하는 

특성을 다룬 변수로는 관여도(Park et al., 2007; Lee et 

al., 2008), 지식수준(Li et al., 1999), 혁신성향(Jeong et 

al., 2017), 자기효능감(유창조 등, 2011), 쇼핑경험(유창

조, 정혜은, 2002), 조절초점 성향(정재권, 박도형, 2013)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조절초점 성향(Higgins, 1997)은 

소비자 정보처리에 영향을 주는 메커니즘을 정리한 이

론으로, 같은 정보라도 소비자의 조절초점 성향에 따라 

접근 또는 회피의 반응으로 양분되어 도출되는 특징을 

정리하였다. 따라서 조절초점을 사용자특성의 변수로 

활용하면, 리뷰의 분산정보에 따른 소비자 반응을 접근 

또는 회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앞선 연구를 

통해 밝혀진 소비자의 조절초점 성향에 적합한 메시지

로 설득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브랜드에 대한 충성

도, 신제품에 대한 반응 등 소비자의 구매성향을 예측

할 수 있다(곽지훈, 간형식, 2012).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리뷰

는 이커머스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정보형태와 다양

한 온라인 매체로 국내외를 관계없이 24시간 언제든 

접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각 소비자의 의견과 경

험이 다르고 가짜리뷰로 인해 제품의 평점이 수렴되

거나 수렴되지 않은 혼란 속에서 소비자는 시행착오

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 노력하

고 있다. 반면, 판매자에게 리뷰와 리뷰의 분산은 유

용한 자원이 될 수 있다. 고객이 제품을 경험하는 전 

과정에서 도출되는 리뷰와 리뷰의 분산은, 예상 밖에 

있던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집결된 소리를 

들을 수 있어 제품과 고객경험 향상, 마케팅 전략 도

출을 위한 매우 유용한 자원이다. 그에 비해 리뷰의 

분산과 소비자의 특징에 대한 해석을 다룬 연구는 상

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렴 또는 

발산된 평점을 가지는 리뷰들과 소비자의 상반된 정

보처리방식(향상 vs 예방초점)을 다루는 소비자의 조

절초점 성향을 결합한 연구는 (1) 소비자에게는 자신

의 정보처리방식을 인지하여 제품선택시 신중을 기하

여 만족스러운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2) 판매자에게는 시장의 반응을 조절초점에 따

라 좀 더 명확히 읽고, 소비자의 동기를 이끌어내는 

마케팅으로 소비자를 설득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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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및 가설 

2.1. 소비자 제품리뷰

Katz & Lazarsfeld(1955)는 구전(WOM, Word of 

Mouth)의 효과에 관한 최초의 연구를 발표하며, 구전

이 출력된 광고물에 비해 7배의 효과가 있음을 입증

했다. 구전은 구매 이전(Before Purchasing) 뿐 아니라 

구매 후(After Purchasing)에도 제품에 대한 인식에 영

향을 미치고, 인터넷의 도입으로 디지털화 되어 시간

적, 물리적 경계를 떠나 24시간 국경을 넘어 접근할 

수 있도록 오픈 되어 있다. 후기정보를 볼 수 있는 원

천은 쇼핑몰과 후기 플랫폼 외에도 블로그, 인스타그

램, 페이스북, 유튜브와 같이 사용자가 만드는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소비

자가 사용경험을 전해 듣는 기회가 한 층 늘어났다. 

소비자가 생성한 정보는 구매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Lee et al., 2011) 기업에서는 온라인후기(OCRs: 

Online Consumer Reviews)관리가 중요하지 않을 수 없

다. 정보의 형식 또한 다양해졌다. 텍스트 외에도 이

미지, 동영상, 실시간 스트리밍이 기술이 발달하여 제

품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습득을 돕는다. 최근에는 실

시간 스트리밍(Live Streaming)영상에서 전자상거래

(e-commerce)가 이루어지자 합성어인 라이브커머스(Live 

Commerce)라는 신조어가 생겼으며 라이브커머스에서 

구매의도를 높이는 요인을 밝히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이애리, 2021). 

소비자가 온라인상에서 접하는 리뷰 컨텐츠는 자신

도 모르는 다수의 타인에게 영향을 미친다(Chatterjee, 

2001). 또한, 온라인 리뷰 컨텐츠는 기업에서 만든 광

고와 달리 소비자의 검색에 의한 노출이므로 소비자

에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덜하면서도(Winer, 2009), 높

은 신뢰도를 얻는다(Bronner et al., 2010)는 측면에서 

판매자에게는 중요한 요인이며, 따라서 이에 관한 많

은 연구가 필요하다. 

온라인상 소비자 후기 연구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시작되었다. 첫 번째는 실험을 중심으로 사용자 후기의 

효과를 확인하는 것으로, 소비자 후기의 길이, 개수, 

평점, 리뷰의 품질 등 연구자의 목적에 따라 자극물을 

제시하고 소비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있다(Park et al., 

2007; Park & Kim, 2008; Park & Lee, 2009; Khare et 

al., 2011; Lee et al., 2011; Purnawirawan et al., 2012). 

두 번째는 텍스트마이닝기법을 사용하여 소비자후기

를 크롤링하고, 정형/비정형 데이터를 정량화 한 후, 

특징을 추출하여 리뷰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있다(Liu, 

2006; Wu, 2013; Aaker, 2001; Lee & Youn, 2009; Trusov 

et al., 2009; Bronner et al., 2010; Susan & David 2010; 

Mudambi & Schuff, 2010; Sun, 2012; Ayeh et al., 2013; 

야오즈옌 등, 2021). 최근에는 사용자 생성 콘텐츠(User 

Generated Contents)를 담는 플랫폼 서비스가 활발해지

며 SNS(김은희, 유승엽, 2018), 커뮤니티 내 제품 사용후

기(Trusov et al., 2009), 소비자 중심의 제품 후기 플랫폼

(Gupta & Harris, 2010; Ayeh et al., 2013)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머신 러닝 모형으로 가짜리뷰를 탐지하는 

기법들이 소개되고 있다(이민철, 윤현식, 2020).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후기는 <그림 1-1>, <그

림 1-2>에 보이는 것과 같이 쇼핑몰 내에서 노출되는 

후기정보이다. 쇼핑몰에서의 후기정보는 고객 여정에

서 노출되어 있어 고객이 가장 쉽게 접하는 정보이며, 

동일한 웹페이지에서 동일한 판매자로부터 동일한 제

품을 구입한 사용자가 작성한 글이므로 소비자가 가

장 쉽고 가깝게 느낄 수 있다.

2.2. 제품리뷰 평점의 수렴 정도와 소비자의 제품

태도

분산은 집단 내 개별데이터가 집단의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숫자로, 관측 값에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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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을 뺀 차이 값의 제곱의 평균이다. 분산이 0에 가까

울수록 집단 내 개별데이터가 평균과 가까운 값을 갖

고, 분산이 클수록 집단 내 개별데이터가 평균으로부

터 떨어져 있다는 뜻이다. 소비자의 평점에 분산을 다

룰 때에는 소비자의 의견이 일치에 가까운 정도를 표

현한다(Langan et al., 2017). 쇼핑몰에서 분산을 확인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소비자는 제품에 대한 

태도를 별점의 개수 1점(별1개)부터 5점(별5개)까지를 

기준으로 선택한다. 이러한 별점을 모은 쇼핑몰에서

는 별점의 개수 별 몇 명의 소비자가 선택하였는지를  

(출처: www.coupang.com)

<그림 1-1> 쇼핑몰 내 평점 리뷰

 

(출처: www.coupang.com)

<그림 1-2> 쇼핑몰 내 텍스트 리뷰

 

(출처: (좌) www.shopping.naver.com, (우) www.coupang.com)

<그림 2> 쇼핑몰 내 평점과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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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점을 선택한 소비자의 수 또는 전체 대비 비율(%)

로 막대그래프와 함께 표기한다. 따라서 소비자는 리

뷰어가 내린 평가는 평균에서 얼마나 흩어졌는지 또

는 일치하는지, 그리고 총 몇 개의 평점을 받았는지 

시각적으로 보며 분산을 가늠할 뿐, 분산의 크기가 숫

자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그림 2> 참조). 

따라서 소비자는 리뷰에 참여한 이용자의 수, 별점

의 개수를 기준으로 제품에 대한 평가가 일치하는 것

에 가까운지(분산 값이 낮은 지) 혹은 불일치하는 것

에 가까운지(분산 값이 높은 지)를 가늠할 수 있다. 평

균값이 같아도 분산 값이 크다면 평균값은 대표성을 

띄기에 부족하므로, 실제로 제품 사용 후 평가는 평균

값과 다를 수 있는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

라서 평균이 같은 값 이어도 분산이 크다면 구매의사

는 감소한다(Sun, 2012).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제품과 

산업에 따라 상이한데, 예를 들어 영화산업의 경우, 

분산이 클 때 호기심을 일으켜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

을 주는 것이 발견되었고(Khare et al., 2011), 최지은 

& 여민선(2018)은 영화산업에서도 소비자가 즐거움

을 추구하기 보다,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동기로 영화

를 볼 때 분산이 큰 조건에서 더 긍정적으로 반응함을 

확인하였다. 사전에 제품에 관한 호의 유무로 실험한 

연구에 따르면(Park & Park, 2013), 사전에 제품에 대

한 호의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 리뷰의 분산이 높으면 

제품에 대한 평가 또한 낮지만, 사전에 제품에 대한 

호의가 형성된 경우라면 제품의 카테고리, 리뷰의 품

질, 리뷰의 수에 따라 평가가 높거나 낮은 결과가 도

출되었다. 리뷰의 분산은 보다 구체적인 마케팅전략

수립에도 활용될 수 있다. Clemons et al.(2006)은 맥주

의 맛을 평가한 데이터를 대상으로 실험하였고, 평점

의 분산 중 최상위 25%를 차지하는 긍정그룹의 힘이 

신제품의 성장속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밝혔다. 따라서 이러한 분산의 최상위 그룹의 성

장세를 보고 신제품 속도를 예측하거나 성장성 높은 

제품을 선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Mudambi & 

Schuff(2010)는 온라인 서점에서 리뷰의 분산을 보고 

제품의 타겟시장을 틈새시장으로 하는 방향을 제시하

였다. 

2.3. 제품의 특성이 제품태도에 미치는 영향

리뷰의 분산에 대한 태도는 제품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Nelson(1970)은 소비자가 제품에 관한 정보를 

얻고 평가할 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는 것에 착안하

여 제품유형을 탐색재와 경험재로 분류하였다. 탐색재

는 탐색을 통해 상품에 대한 속성 파악이 가능하여 직접 

사용해 보지 않아도 품질에 대한 정보를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것으로 원자재, USB flash memory, 쥬얼리, 주택, 

자동차, 간단한 기능의 전자기기 등이 있다. 경험재는 

제품에 대한 정보만으로는 품질을 쉽게 추측하기 어려

워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화장품, 여행상품, 호텔, 

공연, 음식점, 디지털 콘텐츠, 복잡한 기능의 전자기기, 

소프트웨어 등이 있다. Park & Lee(2009)의 실험에서는 

경험재의 경우 탐색재보다 부정적인 정보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걸 발견하며, 소비자는 경험재 구입시 긍정적

인 정보 보다 부정적인 정보에 더 민감한 행동을 보이는 

것을 설명해 주었다. 야오즈옌 등(2021)은 레스토랑 온

라인리뷰를 크롤링하여 분석한 실험으로 동일한 결과

를 도출하였고, 정희정 등(2018)은 온라인 리뷰에 의한 

정보 과부하를 지적하며, 리뷰의 영향력을 결정하는 

것으로 리뷰의 길이와 인지적 관점의 리뷰(Cognitive 

Review), 리뷰의 부정성을 꼽았다. 이와 같이 제품의 

유형에 따른 리뷰의 특징이 발견되자, 연구자들은 이에 

확장하여 리뷰의 분산과 결합된 연구를 시도하였다. 

Susan & David(2010)는 경험재의 경우 극한(Extreme)의 

평점은 중간정도(Moderate)의 평점보다 도움이 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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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밝혔다. Sun(2012)은 경험재의 일종인 도서의 판매

데이터 분석 결과, 평점은 낮은데 분산이 높다면 틈새시

장을 겨냥할 수 있으며, 높은 분산이 매출에 도움이 

되는 경우는 평점이 낮을 때(5점 만점 중 4.1 이하)임을 

발표했다. 이와 같이 경험재를 대상으로 분산이 구매의

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의 흐름에서 본 연구

는 추가로 소비자의 특성이 제품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4. 소비자의 특성이 제품태도에 미치는 영향

개인의 특성이 온라인 리뷰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

는 연구로, Park et al.(2007)은 소비자가 제품에 갖는 

관여도를 다루었다. 제품에 대한 관여도가 낮은 소비

자는 리뷰의 질보다 양에 의해, 제품에 대한 관여도가 

높은 소비자는 양보다 질에 의해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을 발표했다. 또한 Park & Lee(2009)는 리뷰의 양(적

음, 적절함, 많음)과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여도(높

음, 낮음)가 구매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실험에서, 저관여 제품의 경우 리뷰의 양적 숫자가 많

아질수록 구입의도도 높아지는 반면, 고관여 제품에

서는 제품 리뷰의 숫자가 적정수치 이상 도달하면 구

입의도가 더 이상 높아지지 않거나(간단한 추천 리뷰

의 경우), 오히려 떨어지는 것(속성 중심의 리뷰의 경

우)을 발표했다. 그 밖에도 Li(1999)는 소비자의 교육

수준, 편리추구성향, 경험추구성향, 판매 강화를 위한 

마케팅 채널(정보, 홍보, 협상, 주문, 결재, 리스크 감

소, 물질적 소유 등)에 대한 지식, 그리고 소비자가 인

지하는 배송의 효용성 및 웹사이트의 사용 편의성

(Accessibility)을 온라인 이용형태의 강력한 변수로 연

구하였다. Jeong et al.(2017)은 소비자가 갖추고 있는 

혁신성향을 정보에 대한 혁신성(Information-Processing 

Innovativeness, IPI)과 제품에 대한 혁신성(Product-Possessing 

Innovativeness, PPI)로 나누어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구매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유

창조 등(2011)은 온라인 구전정보가 구매의도에 영향

을 미치는 연구에서 제품관여도, 조절초점, 자기효능

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연구하여 제품관여도가 높

은 집단, 향상초점의 소비자 집단,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이 긍정적 상품후기에 더 높은 조절효과가 있음

을 확인하였다. 

2.4.1. 조절초점 이론과 소비자 태도

조절초점이론(Regulatory Focus Theory)은 Higgins (1997)

에 의해 발표된 이론으로, 그는 같은 말이라도 의욕이 

생기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보고, 상대를 움직

이려면 상대의 성향에 맞는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정리한 인간행동의 동기는 이상적인 

것을 성취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서 라도 접근하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향상초점(Promotion- focus)과 

예상되는 손실을 피하기 위하여 위험을 회피함으로써 

안전함을 느끼는 예방초점(Prevention-focus)을 소개했

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두가지 기질을 다 타고 태어나

지만 사회분위기와 양육환경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으

며, 상황에 따라 반대의 성향을 취할 수는 있지만, 행동

전반을 지배하는 우세한 성향이 있음을 발표했다. 즉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이민자의 나라 미국에서의 개

인은 향상초점이 지배적이고, 섬나라로서 영토가 한정

되어 있고 자연재해가 많은 일본과 같은 사회에서의 

개인은 예방초점이 더 지배적이다(Higgins, 2008)는 것

이다. 그리고 안전을 중시하는 예방초점성향이 우세한 

사람일지라도 교통체증이 심할 경우 약속시간을 지키

기 위해 속도를 내는 것이 안전하다고 여겨 향상초점의 

성향이 나타날 수 있고, 향상초점성향이 우세한 사람일

지라도 사격과 같이 높은 정확도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예방초점의 성향이 나타날 수 있다(Foerster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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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구결과도 발표되었다. 

이처럼 조절초점에 따라 동일한 조건이나 상황에서 

‘접근’ 또는 ‘회피’로 상반되는 행동동기가 나타나는 

것은 교육, 인사조직, 마케팅, 광고, 커뮤니케이션에서 

활발하게 연구하며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정크푸드의 

소비를 줄이고 건강한 음식 섭취를 권장하기 위하여 

향상초점의 소비자에게는 ‘건강한 주스가 체중감량, 

면역력 상승, 근육상태 개선, 건강한 피부 및 머리 결, 

기분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메시지로 설득력을 높일 

수 있고, 반대로, 예방초점의 소비자에게는 ‘나쁜 주

스를 피함으로써 비만, 심혈관질환, 당뇨, 심장병을 예

방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Shimul et. al., 2021).

이와 같이 개인은 자신의 조절초점과 일치하는 정

보나 조건에 몰입하게 되고(Lee, 2011), 더 많은 관심

을 갖으며(Higgins, 2010) 더 높은 수용도를 보인다. 따

라서 마케팅에서는 소비자의 구매행동을 유도하기 위

하여 자기조절초점과 일치하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조절 적합성효과(Regulatory Fit Effect)를 높이는 메시

지 프레이밍, 가격정책을 시도한다(곽지훈, 간형식, 

2012). Aaker & Lee(2001)는 개인의 조절초점 성향과 

광고메시지의 자극이 서로 일치할 때 일어나는 현상

을 조절일치(Regulatory Fit)라 하며 그들의 실험에 따

르면 웹사이트에 게재된 광고메시지가 읽는 사람의 

조절초점과 일치할 때 메시지의 설득력이 향상된다고 

발표했다. 소비자의 특징에서 보면, 향상초점 소비자

는 자신의 이상향을 자극하는 진취적 광고, 감성적이

며 창의적인 리뷰에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예방초점 

소비자는 자신이 고수하고자 하는 가치를 담은 보수

적인 광고와 이성적이고 분석적인 사용자 리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정재권, 박도형, 2013). 이는 광고

메시지와 후기메시지 중 하나만 조절일치 시킨 후 비

교분석한 실험에서도 나타났다. 실험에서 향상초점 

소비자는 후기에서 조절일치가 생기는 경우보다 광고

에서 조절일치효과가 생기는 경우에 더 높은 제품태

도를 보였고, 예방초점 소비자는 광고메시지나 후기

메시지 모두 동일한 제품태도를 보였다(박도형, 정재

권, 2014). 이는 구전이 광고물에 비해 높은 효과가 있

다는 리뷰연구(Katz & Lazarsfeld, 1955)에 반하는 것으

로, 향상초점 소비자는 동일한 사용자의 포지션에서 

전달되는 현실성이 있는 정보 보다 비록 판매자의 판

매의도가 담겨있을지라도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점을 

자극하는 메시지가 담긴 광고메시지에 더 높은 제품

태도로 반응하는 것이다. 또한 정재권 & 박도형(2013)

의 연구는 리뷰형식을 이성적 리뷰와 감성적 리뷰로 

분류하여 실험하였고, 그 결과 향상초점의 소비자는 

감정중심의 리뷰에, 예방초점의 소비자는 이성중심의 

리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발표하였다. 그리

고 조염 & 김세범(2018)의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리뷰

에는 향상초점 소비자와 예방초점 소비자 모두 구매

의도에는 큰 차이점이 없지만, 긍정적인 리뷰에는 예

방초점 소비자에 비해 향상초점 소비자의 경우 구매

의도가 유의미하게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와 같이 조절초점은 동일한 제품설명이나 후기일지라

도 제품에 대한 다른 태도를 형성하게 하는 중요한 변

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문헌연구에서 소개된 바와 같이, 사실여부를 면밀

히 고려하기 보다 이상적인 모습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있는 

향상초점의 소비자는, 비록 리뷰의 분산이 커서 높은 

평점만큼 낮은 평점이 존재하더라도 높은 평점을 받

은 제품이라면 높은 구입의사를 가질 수 있음을 추론

할 수 있다. 즉, 통계적으로 두 집단의 평균이 같더라

도 분산이 큰 집단은 분산이 작은 집단에 비해 최대값

이 크듯, 두 제품의 평점에 대한 평균값이 동일하더라

도 리뷰의 분산이 큰 제품은 리뷰의 분산이 작은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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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최대값이 크다. 이렇게 높은 최대값은 향상초

점의 소비자를 자극하고, 높은 제품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향상초점 소비자는 분산이 큰 제

품에 대해 더 높은 호감을 가질 것이라 추론하여 가설 

1을 제안한다. 

가설1. 제품의 리뷰 평점이 동일한 경우, 향상초점의 소비자

는 평점이 수렴되지 않은 제품(분산이 높은 제품)에 

대하여 평점이 수렴된 제품(분산이 낮은 제품) 보다 

더 높은 호감을 가진다.

반면, 분산이 낮은 리뷰는 분산이 높은 리뷰에 비해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말한다. 즉, 

평점의 분산이 낮은 제품의 최소값은 분산이 높은 제

품의 최소값에 비해 최소값이 크므로 제품에 대한 부

정적인 평가(낮은 제품태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예

방초점의 소비자를 안심시킬 수 있다. 따라서 예방초

점 소비자는 분산이 큰 경우보다 분산이 작은 경우에 

안심할 수 있으므로 높은 제품태도를 보일 것이라 추

론하여 가설 2를 제안한다. 

가설2. 제품의 리뷰 평점이 동일한 경우, 예방초점의 소비자

는 평점이 수렴된 제품(분산이 낮은 제품)에 대하여 

평점이 수렴되지 않은 제품(분산이 높은 제품) 보다 

더 높은 호감을 가진다.

3. 연구 설계 및 방법

3.1. 실험설계와 참가자

본 연구는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경험재의 후

기 평점이 흩어진 정도가 소비자의 조절초점에 따라 

제품에 대한 호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자 2(제품후기 평점의 분산: 높음 vs. 낮음) x 2(조절초

점: 향상초점 vs. 예방초점) 요인 설계실험을 수행하였

다. 남성 52명, 여성 48명으로 총 100명의 학부 및 대

학원생이 참여하였고, 평균나이는 26세이다. 실험참

가자들에게는 미화 $5 상당의 보상이 제공되었으며, 

요인 설계된 하나의 조건에 무작위로 속하게 되어 설

문에 답을 하였다. 제품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인지적 

노력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한국인이 자주 사

용하는 온라인 쇼핑 웹페이지의 구성과 유사하게 제

품의 사진, 가격, 배송, 제품 상세, 후기정보를 배치한 

가상의 사이트를 제작하였으며, 경험재의 실험대상제

품으로 미화 $50 상당의 남성용 기초 화장품을 선택

하였다. 남성용 기초화장품을 선정한 이유로는, 첫째, 

화장품은 제품의 성분만으로는 그 성능과 효과를 예

측할 수 없어 대표적인 경험재에 속하고, 위험지각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생활에서 꾸준히 소비하는 것으

로 소비자에게 친근한 제품이기 때문이다. 둘째, 기초

화장품과 남성 화장품은 기대치, 기능, 성분 정보가 

타 화장품 대비 비교적 간단하여 남녀모두 정보처리

에 가장 용이한 제품일 것이라 추측했기 때문이다. 

3.2. 실험절차와 실험 변수

본 연구를 위한 실험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먼

저 연구자가 방문한 장소에서 실험에 관한 내용을 간

략하게 설명한 후 희망자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실험

자들을 대상으로 연구 목적을 간단히 설명하고 자극

물로는 가상으로 설계한 온라인 쇼핑 웹페이지 내 제

품상세정보과 평점 및 텍스트 리뷰를 제공하였다. 참

가자들은 동일한 남성화장품의 동일한 대표 이미지, 

가격정보, 쿠폰정보, 할부조건, 배송정보, 상세정보를 

받았다. 상세 정보란에 제품이 담고 있는 원료의 특징, 

향기, 사용감 정보를 표기할 때 예방초점과 조절일치

가 되는 이성적 정보와 향상초점과 조절일치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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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적 정보가 균형을 이루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

도록 설계하였다(박도형, 정재권, 2014). 제품 상세 탭 

옆에는 이용후기 탭이 배치되었다. 이때부터 분산이 

작은 조건과 분산이 큰 조건의 설계물로 차별을 두었

다. 먼저 분산이 큰 조건의 리뷰 평점은 1, 7, 1, 7, 4점

으로 설정하고, 분산이 작은 조건의 리뷰 평점은 5, 3, 

5, 3, 4로 설정하여 두 그룹 모두 평균은 4점으로 일치하

지만, 분산은 각각 7.2와 0.8이 되도록 설계하였다. 

다음으로 텍스트리뷰의 경우, 제품 태도에 대한 불

일치를 크고 작게 표현하기 위하여 명사와 형용사의 

선택은 동일하게 하되, 부정이나 긍정을 표현하는 문구

를 강조하는 수식어를 배치함으로써 상품 태도에 대한 

불일치의 간격을 넓혀 분산의 크고(High Variance) 작은

(Low Variance) 자극물로 설계하였다. 이렇게 설계된 

자극물은 실험참가자들에게 무작위로 할당되었다.

웹페이지상의 제품 및 후기정보를 볼 수 있는 시간

을 가진 참가자들은 제공된 설문지를 받고, 제품에 대

한 태도를 묻는 질문으로 ‘난 이제품이 좋다’, ‘이 제

품은 좋은 제품이다’, ‘이 제품에 호감이 간다’, ‘이 제

품은 좋은 품질의 제품이다’, ‘이 제품은 유용하다’의 

다섯 문항을 사용하고(Park & Park, 2013), 참가자들은 

각 문항에 대해 Likert 7점 척도(1: 매우 아니다, 7: 매

우 그렇다)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실험참가

자들은 세 가지 변수를 확인하는 조작점검을 위한 문

항에 답하였다. 첫째, 본 실험에서 경험재로 선택한 

화장품이 적절한 조작이었는지 점검하기 위하여 ‘해

당 제품군은 구매 이전에 제품정보를 통해 성과를 예

측할 수 있다’, ‘해당 제품군은 구매 이전에 제품정보

를 통해 성과를 예측하기가 용이하다’, ‘해당제품군은 

구매 경험을 해보지 않아도 성과를 알 수 있다’의 세 

문항을 사용하였다(Park & Park, 2013). 둘째, 본 실험

에서 조작한 후기가 실험의도대로 분산이 큰 리뷰 또

는 분산이 작은 리뷰로 받아들여졌는지 확인할 필요

가 있었다. 따라서 ‘이 화장품에 관한 사용자 후기 평

가 점수들은 비슷한 평가를 하였다’, ‘이 화장품에 관

한 사용자 후기 평가 점수단간의 일치가 있었다’, ‘이 

<표 1> 제시된 자극물의 평점

review1 review2 review3 review4 review5 Average Variance

High level of review variance 1 7 1 7 4 4 7.2

Low level of review variance 5 3 5 3 4 4 0.8

<표 2> 제시된 자극물의 리뷰내용

Text Review Title Text Review Contents

Review 1
High Variance Really good! I DO love its amazing scent. 

Low Variance Good! I like its scent

Review 2
High Variance Terribly bad! I don't really like it for it is too much greasy and doesn't soak right at all..

Low Variance Bad! I don't like it for it is greasy and does not soak right.

Review 3
High Variance Very Happy It moisturized my skin fully enough and sticked even longer.

Low Variance Happy It moisturized my skin and sticked longer.

Review 4
High Variance Very disappointed

Moisturizing is awfully never enough to me for my skin felt dried again 

pretty soon.

Low Variance Disappointed Moisturizing is not enough to me for my skin felt dried soon.

Review 5 Neutral Just okay It worked just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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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에 관한 사용후기 작성자들의 평가는 수렴되었

다’의 3개 문항을 사용하여 점검하였다(Park & Park, 

2013). 조작점검을 위한 문항에는 모두 Likert 7점 척

도(1: 매우 아니다, 7: 매우 그렇다)로 표기하도록 하였

다. 마지막으로 실험자의 조절초점을 확인하기 위한 

총 4개의 질문으로 향상초점에 2개문항 ‘나는 성공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크다’, ‘나는 인생에서 이상을 꿈

꾸고 변화를 추구하려 한다’을 두고, 예방초점으로 2

개문항 ‘나는 실패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크다’, ‘나

는 인생에서 주어진 의무나 책임을 염려하고, 변화를 

회피하려 한다’이 배치되어 Likert 7점 척도(1: 매우 아

니다, 7: 매우 그렇다)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이밖에 통제변수로, 본 후기의 설득력과 긍정성이 

분산이 큰 조건과 작은 조건에서 동일하게 인식되었

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후기의 설득력을 

점검하기 위해 ‘사용후기는 설득력이 있었다’, ‘사용

후기는 도움이 되었다’, ‘사용후기는 신뢰가 간다’의 

3개 문항을 사용하였고, 긍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전

반적으로 사용 후기의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전반적

으로 기존 구매자들은 이 화장품을 추천하였다’의 2

개 문항을 사용하였다(Park & Park, 2013). 마지막으로 

성별과 나이를 묻는 인구통계학적 질문을 끝으로 설

문을 완성하였다.

4. 연구 결과

4.1. 변수의 타당도 및 신뢰도 평가

본 연구에서 설계한 실험의 세 가지 변수(경험재, 

분산, 자기조절초점)와 통제변수(후기의설득력, 후기의 

긍정성)의 설계가 효과적이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전체 20개의 질문을 요인분석으로 타당성 분석을 시행한 

결과 표본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0.745, Bartlett

의 구형성 검정 유의확률 0.00으로 본 실험에서 의도한

6개의 요인을 <표 3>와 같이 추출할 수 있었다. 요인 

1은 종속변수로서 주어진 광고와 후기의 평점 및 텍

스트를 보고 제품에 대한 태도를 부정성(Likert 1)에

서 긍정성(Likert 7)으로 측정한 값이다(Eigen 

Value = 4.816, Cronbach’s Alpha = 0.978). 

 요인 2는 조절초점경향 지수(Regulatory Focus Tendency 

Index)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이다(Eigen Value = 3.616,  

Cronbach’s Alpha = 0.964).  조절초점경향 지수 값은 향상

초점 질문 2개의 항목과 예방초점 질문 2개의 항목에

서 도출하였다. 각 질문은 7에 가까울수록 강한성향을 

측정하도록 설계되었고, 한쪽으로 강한 성향은 다른 

쪽으로 약한 성향을 의미하므로 예방성향 측정 2개의 

질문 값에 리버스 코딩을 실시하여 숫자가 클수록 향상

초점에 가까운 성향이 되도록 변형하였다. 따라서 4개

의 질문 모두 숫자가 클수록 향상성향이 강한 값이다. 

실험에서 제품군으로 탐색재를 설정하였고, 의도

대로 설계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3개의문항은 큰 

값  (Likert 7)에 가까울수록 탐색재이며, 작은 값

((Likert 1)에 가까울수록 경험재가 되도록 설계하였다. 

요인분석결과 요인 3 (Eigen Value = 3.257, 

Cronbach’s Alpha = 0.916)으로 결합되었다. 또한 평점

후기 및 텍스트 후기가 의도한 대로 분산이 크고 작은 

것으로 설계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요인분석 결과, 의

도한 대로 도출됨을 요인 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

다(Eigen Value  = 2.766,  Cronbach’s Alpha = 

0.970). 

마지막으로 통제변수로서, 어떠한 조건에도 후기

의 설득력과 긍정성은 동일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해 만든 

문항 5개는 각각 설득력(Eigen Value = 2.030, Cronbach’s 

Alpha = 0.839)과 후기 긍정성(Eigen Value = 1.437, 

Cronbach’s Alpha = 0.832)으로 결합되며 각 변수들의 설

계가 성공적이었음을 확인하였다. 전체적으로 설계한 모

든 변수에 대하여 타당성과 신뢰도가 확보되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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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조작점검

먼저, 본 연구에서 설정한 두 가지 변수인 조절초점과 

분산의 크기가 효과적으로 조작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ANOVA검증을 수행하였다. 조절초점 그룹(Eigen Value 

= 3.616, Cronbach’s Alpha = 0.964) 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조절초점경향지수의 평균값은 향상초점에

서 5.14, 예방초점에서 3.05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mPromotion=5.144, mPrevention=3.060, F(1,98) = 287.820, 

p<0.001). 다음으로, 리뷰의 분산을 크고 작게 한 조작이 

효과적이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리뷰 분산 관련 문항 세 

문항(Eigen Value = 3.257, Cronbach’s Alpha = 0.97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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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을 비교하였다. 참가자들은 의도한대로 낮은 분산의 

조건에서는 낮은 분산을 인지하였고, 높은 수준의 조건에

서는 높은 분산을 인지함을 확인하였다(m LowVariance=4.860, 

mHighVariance=2.806, F(1,98)=357.070, p< 0.001). 마지막으

로 리뷰의 설득력(Eigen Value = 2.030, Cronbach’s Alpha 

Review Strength = 0.839)과 긍정성(Eigen Value = 1.437, 

Cronbach’s Alpha Review Positiveness = 0.832)에 대한 통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ANOVA 검

증을 시행한 결과, 리뷰의 설득력(m LowVariance=3.807, 

mHighVariance=3.787, F(1,98)=0.033, p>0.05)과 리뷰의 긍정

성(m LowVariance=3.910, mHighVariance=3.780, F(1,98)=1.277, 

<표 3> 요인분석을 통한 변수들의 타당성 분석

Evaluation
Regulatory 

Focus

Review 

Variance
Product Type

Review 

Strength

Review 

Positiveness

evaluation1 0.987 -0.021 0.008 0.031 -0.050 0.025

evaluation2 0.948 0.010 0.013 0.021 -0.111 0.025

evaluation3 0.949 -0.046 0.022 0.031 -0.013 -0.051

evaluation4 0.957 -0.065 -0.020 0.000 -0.062 -0.013

evaluation5 0.947 -0.052 0.046 0.008 -0.066 0.078

m_pro1 -0.035 0.969 0.013 -0.003 -0.077 -0.063

m_pro2 -0.038 0.971 -0.038 0.032 -0.033 -0.050

m_pre1RV -0.063 0.923 0.056 -0.035 -0.029 -0.021

m_pre2RV -0.019 0.928 0.027 0.034 0.042 0.021

m_goods1 0.008 -0.014 -0.138 0.945 -0.033 -0.136

m_goods2 0.046 0.078 -0.028 0.902 0.020 -0.138

m_goods3 0.024 -0.041 -0.080 0.919 0.084 0.043

m_variance1 0.029 0.037 0.980 -0.038 0.037 -0.031

m_variance2 0.007 -0.007 0.963 -0.079 0.058 0.001

m_variance3 0.023 0.027 0.962 -0.126 -0.040 0.008

c_reviwnStrength1 -0.066 -0.019 -0.043 -0.024 0.947 -0.061

c_reviwnStrength2 -0.118 -0.031 0.093 0.124 0.764 -0.282

c_reviwnStrength3 -0.067 -0.036 0.016 -0.008 0.893 0.036

c_reviewPositiveness1 0.064 -0.092 -0.098 -0.198 -0.150 0.880

c_reviewPositiveness2 -0.021 -0.009 0.072 -0.021 -0.084 0.945

Eigen Value 4.816 3.616 3.257 2.766 2.030 1.437

Cronbach Alpha 0.978 0.964 0.970 0.916 0.839 0.832

Number of Measurements 5 4 3 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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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5)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도출되어 

리뷰의 통제가 성공적으로 조작되었음을 확인하였다.

4.3. 가설 검정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분산 수준과 조절초점 

성향에 따른 각 조건들의 제품태도에 관한 기술통계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제품 태도는 제품태도를 측정한 5

개의 문항을 평균(Eigen Value = 4.816, Cronbach’s Alpha 

= 0.978)으로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가설의 검정을 위하여 ANOVA분

석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분석 결과, 

분석 결과, 분산과 조절초점 변수의 상호작용효과만이 

유의하고(F(1, 96) = 19.895, p < 0.001), 나머지는 변수들

은 유의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절초점과 분산간의 상호작용효과는 <그림 3>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예상과 같이 예방초점 성향의 

소비자는 분산이 작을 때 더 높은 제품태도를 보인 반

면, 향상 초점 성향의 소비자는 분산이 클 때 더 높은 

제품태도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좀 더 자세히 가설 1과 2를 검증하기 위하여 t-test를 

이용하여 분산의 크고 작음에 대해서 향상초점 소비자

와 예방초점 소비자의 제품차이를 비교하였다. 먼저, 

향상초점의 소비자는 낮은 분산의 후기에 노출되었을 

때에 제품에 대한 태도가 평균 3.931인 반면, 높은 분산

의 후기에 노출되었을 때의 태도는 4.736로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t = -2.644, p < 0.05). 즉 제품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태도 차이가 큰(분산이 높은 제품) 리뷰

정보를 접한 향상초점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태도차이가 작은(분산이 작은 제품) 리뷰정보

를 접한 소비자에 비해서 제품에 대하여 95%의 유의수

준 하에서 높은 태도를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

서 향상초점의 소비자는 후기의 분산이 작은 경우 보다 

큰 경우에 높은 호감을 느낀다는 가설 1은 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실험 조건에 따른 제품 태도의 기술 통계

Low Variance High Variance

Prevention-focus
4.975 (1.13)

n = 24

3.773 (1.11)

n = 22

Promotion-focus
3.931 (1.17)

n = 26

4.736 (1.07)

n = 28

<표 5> 제품 태도에 대한 일변량 일반 선형 모형 결과

Source Type III Sum of Square df Mean Square F Sig.

Corrected Model 25.393a  3 8.464 6.742 0.000

Intercept 1880.101  1 1880.101 1497.488 0.000

Regulatory Focus 0.041  1 0.041 0.033 0.857

Review Variance 0.979  1 0.997 0.780 0.379

Regulatory Focus * Review Variance 24.978  1 24.978 19.895 0.000

Error 120.528 96 1.256

Total 2057.360 100

Corrected Total 145.922 99

a. R Squared = .174 (Adjusted R Squared =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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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예방초점의 소비자는 낮은 분산의 후기

에 평균 4.975의 태도를 보였고, 높은 분산의 후기에 

평균 3.773의 태도를 보인 것이 확인되었다(t = 3.625, 

p < 0.01). 따라서 예상대로 예방초점의 소비자는 평점

이 수렴되지 않은 제품(분산이 높은 제품) 보다 평점

이 수렴된 제품(분산이 낮은 제품)에 더 높은 호감을 

느낀다는 것을 유의수준 99%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가설 2는 성립되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위험을 

회피하여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성향이 강한 예방초

점 소비자는 리뷰의 평균이 같더라도 분산이 크다면 

최저수준의 리뷰점수가 아주 낮은 리뷰를 접하게 되

고, 그에 따라 더 높은 위험을 지각하게 되기 때문에, 

예방초점 소비자는 이를 피하는 방향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되어 분산이 큰 리뷰를 접할 시 제품에 대한 태

도가 낮다. 그에 반해 이상적인 것을 목표로 하고, 그

것을 추구하는 것을 즐기는 향상초점 소비자는 리뷰

의 평균이 같아도 분산이 크다면 최고수준의 리뷰로 

점수가 아주 높은 리뷰를 접하게 되고, 향상초점 소비

자는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향을 자극 받게 되어 후기

의 분산이 큰 제품에 대하여 높은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동일한 후기정보일지라도 소비자의 조절 

초점성향에 따라 정보처리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한 

것은 실무적으로 높은 시사점을 가진다. 최근 기업에

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형, 맞춤형 고객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과 매출을 동시에 높이는 전략

을 취하고 있다. 개인형, 맞춤형을 위한 소비자의 특

성 변수로 다루어 온 관여도(Park & Kim, 2008; Park 

& Lee, 2009), 지식수준(Li, 1999), 혁신성향(Jeong et 

al., 2017), 자기효능감(유창조 등, 2011) 등은 측정이 

어렵고, 측정 가능하더라도 이를 바탕으로 이들의 정

보처리를 돕는 메커니즘을 형성하기에는 복잡하고 연

구가 불충분하다. 그에 비해 자기조절초점은 예방초

점과 향상초점으로 유형이 간단하며 측정도 간단하고 

정보처리 메커니즘도 분명하다. 측정이 간단한 것은 

<그림 3> 소비자 조절초점 성향과 리뷰 수렴 정도에 따른 제품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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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곽지훈, 간형

식, 2012). 쇼핑몰 내에서 약간의 크레딧과 함께 간단

한 퀴즈 4개정도로도 측정 가능하여 쇼핑몰의 고도화

를 위한 개인화 전략을 구현하기에 용이한 변수로 고

려할 수 있다. 소비자의 조절초점 정보가 파악되면 쇼

핑몰은 제품추천, 제품 상세정보, 제품 후기 정보 노

출 시 소비자의 조절조점과 일치하여 보다 설득력이 

높은 정보유형을 가려서 노출하거나, 우선순위로 노

출하거나, 큰 비중으로 노출하는 전략 등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 후기 분산의 크

고 작음이 조절초점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해석되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본 실험

은 동일한 경험재(화장품)를 대상으로, 제품의 상세정

보와 사용자후기의 평균값은 같지만 사용자 후기의 

분산 수준이 다르게 설계된 후기를 실험참가자에게 

건넨 후, 제품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2(제품후기 평

점의 분산: 높음 vs. 낮음) x 2(조절초점: 향상초점 vs. 

예방초점)로 설계되었다. 실험참가자는 무작위로 평

점과 텍스트 리뷰의 평균값은 동일하나 분산의 수준

이 높거나 낮은 리뷰를 받았고, 실험 참가자들은 모두 

조절초점을 측정하는 문항에 답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부정적 결과에 민감하며 이를 피하고자 하

는 성향을 가진 예방초점의 소비자는 분산이 높을 경

우 최저점 또한 낮으므로 예상되는 부정적 결과를 회

피하기 위해 분산 수준이 높은 제품 보다 분산 수준이 

낮은 제품에 더 높은 호감도를 보였다. 반면에 이상적

인 결과를 지향하는 향상초점의 소비자는 분산 수준

이 높은 경우 최저점이 낮지만 그에 상응하는 최고점 

또한 높아서 향상초점의 소비자가 예상할 수 있는 이

상적 결과를 자극하였다. 따라서 향상초점의 소비자

는 분산의 수준이 낮은 제품 보다 분산의 수준이 높은 

제품에 더 높은 제품태도를 보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시사점이 있다. 첫

째, 분산이 크면 대표성이 낮으므로 불확실성이 높아 

제품에 대한 호감도를 떨어뜨릴 것이라는 기존의 경

제학이론을 확장한다. 즉, 분산이 클 때 흩어진 평가

로 인해 수반되는 높은 불확실성으로 제품태도가 낮

을 것이라는 통념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실험을 통해 

향상초점 소비자의 경우 분산이 큰 것에 더 높은 제품 

태도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그동안 분산관련 연

구와 자기조절초점 이론을 적용한 소비자행동 연구는 

많았지만, 이 둘을 동시에 변수로 다룬 연구는 최초이

다. 분산 값과 자기조절초점을 마케팅에 활용하는 연

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었지만, 자기조절초점 이론을 

적용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셋째, 동일한 수준

의 분산일지라도, 소비자의 조절초점에 따라 제품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우리는 

실험을 통해 같은 조건에서 향상초점의 소비자는 예

방초점의 소비자와 제품에 대한 태도가 상반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그 밖에도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쇼핑몰 사업자는 예방초

점 소비자와 향상초점 소비자가 후기를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을 염두 한 고객경험설계가 가능하다. 즉, 

리뷰가 축적됨에 따라 예방초점의 소비자가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을 파악하여 대처방안을 먼저 제시함으

로써 그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제품 안내 및 고객경험 

설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향상초점의 소비자를 위하

여 그들의 행동동기를 자극하는 이상적인 결과를 적

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리뷰 상의 별 개수

를 기준으로 리뷰가 분류되어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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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의 리뷰에 바로 접근 가능하도록 설계된 온라인 

쇼핑몰은 소비자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정보에 쉽게 

접근하는 고객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로부터 높

은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둘째, 상품 판매자는 제품에 

따라서 후기의 분산을 키우는 것이 향상초점의 소비

자를 유인하는 방법일 수 있다. 개봉초기 8주간의 수

익이 전체매출의 97%를 차지하는 영화시장(Liu, 2006)

과 같이 이 방법은 일부 산업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방

법이기도 하다. 셋째, 소비자는 자신의 조절초점 성향

에 따라 쉽게 설득되는 메시지 프레이밍을 인지하며 

리뷰를 참고함으로써 구매 후 예상되는 불만족을 최

소화할 수 있다. 자신의 조절초점에 따른 정보처리방

식을 이해하는 것은 습관적인 구매의사결정패턴에서 

벗어나 폭넓은 관점으로 사고하게 하므로 신중한 의

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실험 

대상을 경험재(화장품)으로 한정하였다. 탐색재의 경

우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다. 둘째, 소비자 성향

으로 조절초점 외에 해석수준, 관여도, 쇼핑횟수 등에 

따라 다른 결과 값이 산출될 수 있다. 셋째, 본 실험에

서는 리뷰의 분산만을 다루었으나, 리뷰의 특징인 품

질, 양 등과의 상호관계도 존재할 수 있어 향후 여러 

변수를 동시에 고려한 실증연구가 가능하다. 마지막

으로 넷째, 본 연구는 실험환경에서 실험연구를 통해 

실시되었으나 최근에는 쇼핑몰의 실제 데이터를 바탕

으로 한 연구가 가능하므로 실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의 리뷰 평점 분산과 리뷰 개수, 

리뷰 텍스트 양 등을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실제 제품 

매출과의 관계를 보는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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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문문항

측정개념 문항 ID 문항 내용

조절초점 성향

m_Promotion-focus 1 나는 성공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크다. 

m_Promotion-focus 2 나는 인생에서 이상을 꿈꾸고 변화를 추구하려 한다.

m_Prevention-focus 1 나는 실패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크다.

m_Prevention-focus 2 나는 인생에서 주어진 의무나 책임을 염려하고, 변화를 회피하려 한다.

제품태도

Evaluation1 난 이 제품이 좋다(또는 싫다).

Evaluation2 이 제품은 나쁜(또는 좋은) 제품이다.

Evaluation3 이 제품에 호감이 간다(또는 가지 않는다).

Evaluation4 이 제품은 나쁜(또는 좋은) 품질의 제품이다.

Evaluation5 이 제품은 유용하지 않다(또는 유용하다).

제품유형

m_goods1 해당 제품군은 구매 이전에 제품정보를 통해 성과를 예측할 수 있다.

m_goods2 해당 제품군은 구매 이전에 제품정보를 통해 성과 예측이 용이하다.

m_goods3 해당 제품군은 구매 경험을 해보지 않아도 성과를 알 수 있다.

후기 분산

m_variance1 이 화장품에 관한 사용자 후기 평가 점수들은 비슷한 평가를 하였다.

m_variance2 이 화장품에 관한 사용자 후기 평가 점수들 간의 일치가 있었다.

m_variance3 이 화장품에 관한 사용후기 작성자들의 평가는 수렴되었다.

후기 설득력

c_reviewStrength1 사용후기는 설득력이 있었다.

c_reviewStrength2 사용후기는 도움이 되었다.

c_reviewStrength3 사용후기는 신뢰가 간다.

후기 긍정성
c_reviewPositiveness1 전반적으로 사용 후기의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c_reviewPositiveness2 전반적으로 기존 구매자들은 이 화장품을 추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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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Could a Product with Diverged Reviews Ratings 

Be Better?: 

The Change of Consumer Attitude Depending on 

the Converged vs. Diverged Review Ratings and 

Consumer’s Regulatory Focus

 

1)

Eunju Yi*, Do-Hyung Park**

Due to the COVID-19 pandemic, the size of the e-commerce has been increased rapidly. This pandemic, which made 

contact-less communication culture in everyday life made the e-commerce market to be opened even to the consumers who 

would hesitate to purchase and pay by electronic device without any personal contacts and seeing or touching the real 

products. Consumers who have experienced the easy access and convenience of the online purchase would continue to take 

those advantages even after the pandemic. During this time of transformation, however, the size of information source for 

the consumers has become even shrunk into a flat screen and limited to visual only. To provide differentiated and 

competitive information on products, companies are adopting AR/VR and steaming technologies but the reviews from the 

honest users need to be recognized as important in that it is regarded as strong as the well refined product information 

provided by marketing professionals of the company and companies may obtain useful insight for product development, 

marketing and sales strategies. Then from the consumer's point of view, if the ratings of reviews are widely diverged how 

consumers would process the review information before purchase? Are non-converged ratings always unreliable and 

worthless? In this study, we analyzed how consumer’s regulatory focus moderate the attitude to process the diverged 

information. This experiment was designed as a 2x2 factorial study to see how the variance of product review ratings (high 

vs. low) for cosmetics affects product attitudes by the consumers' regulatory focus (prevention focus vs. improvement focu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prevention-focused consumers showed high product attitude when the review 

variance was low, whereas promotion-focused consumers showed high product attitude when the review variance was high. 

With such a study, this thesis can explain that even if a product with exactly the same average rating, the converged or 

diverged review can be interpreted differently by customer’s regulatory focus. This paper has a theoretical contribution to 

elucidate the mechanism of consumer’s information process when the information is not converged. In practice, as reviews 

and sales records of each product are accumulated, as an one of applied knowledge management types with big data, 

companies may develop and provide even reinforced customer experience by providing personalized and optimized products 

and review information. 

Key Words: Product review, Regulatory focus theory, Review rating, Review variance, Experienced goods, 

Customer experience design, Knowledg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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