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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시장 조사 전문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의 조사보고(2018)에 따르면

전 세계 SNS 이용자는 2018년 27억 7천만 명을 넘겼고, 2021년에 이용

자 수가 30억 명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SNS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기업 마케팅 활

동을 보다 잘 이해하게 하여 소비자들에게 보다 많은 권한과 협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정보탐색 및 구매의사

결정과정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게 되었다. 즉 이전에는 전통적인 4대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에서 절대적인 역할

을 해 왔지만 최근에는 소비자들은 구매하려는 서비스 및 상품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더 이상 기업과 브랜드가 주도하는 정보에 의존하지

않게 되었다. 오히려 소비자들은 SNS를 통해 자신들과 같은 상황에 있

는 친구나 동료에게 직접 조언을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미 구매결정

을 내린 뒤에 매장이나 웹사이트를 방문한다(Pearson, 2011). 이러한 소

비자 구매의사결정과정의 변화로 기존 마케팅의 효과는 크게 감소하고

있지만, SNS를 통한 지인추천과 사용후기와 같은 온라인 구전은 소비자

구매의사결정에 점차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SNS

상의 구전활동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페이스북의 공유와 트위터의 리트윗과 같은 2차 구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구전 관련 기존 연구는 발신자 측면

에 초점을 두고 발신자의 구전행동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 반

면(김성혁 외, 2000; 양성수 외, 2008; 임상현, 김태희, 2010; 천민호,

2013), 발신자-수신자(재발신자)-수신자 단계에서 수신자의 재발신, 즉

재구전 행동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김민형, 황영형, 2014).

이에 본 연구는 SNS상의 재구전 즉 2차 구전의 영향요인을 통합적으

로 살펴보기 위하여 구전정보특성, SNS특성, 발신자특성, 사회관계적 특

성, 수신자 특성 등을 포함한 통합적 연구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표본은 인터넷 환경에 익숙하고

SNS상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구전정보를 접한 적 있는 일반 소비자

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SNS상에서 접한 가장 기억에 남는

기업, 제품, 서비스에 관련 정보(상품평, 추천의 글 등)를 떠올리면서 본

연구의 설문에 응답하 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를 SPSS 24.0과 AMOS

23.0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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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첫째, SNS상의 구전 발신자 특성인 전문성, 매력성이 구전

정보원 신뢰 및 구전정보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발신자 전

문성과 매력성이 구전정보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관계 특성인 동질성은 SNS 구전 정보의 신뢰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유대강도는 구전정보 신뢰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SNS상의 온라인 구전 정

보특성이 구전정보 신뢰 및 유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한

결과, 흥미성이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유용성이 구전정보 및 2

차 구전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의성은

구전정보 유용성과 신뢰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넷째,

SNS 특성이 플랫폼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검증결과, 상호작용성과

사회적 실재감이 플랫폼 신뢰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다섯째, 1차 발신자 신뢰와 플랫폼 신뢰는 구전정보 신뢰에 유

의미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구전정보 유용

성, 구전정보 신뢰 및 플로우가 2차 구전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구전 수신자 개인성향인 과시성향과 기

회주의성향의 조절효과의 검증결과, 과시성향의 경우, 구전정보 유용성과

2차 구전의도 간의 관계에만 유의하다. 반대로 기회주의성향의 조절효과

는 구전정보 신뢰와 2차 구전 의도 간의 관계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이론적 의의와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론적

의의로는 첫째, 온라인 구전이 SNS를 통해 활성화고 있다는 점을 감안

하여 기존 온라인 구전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 주로 이루어졌던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 블로그, 쇼핑몰 중심이 아닌 SNS상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 구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구에 적용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였

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구전 파급효

과 및 구전사슬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2차 구전의도에 초점을

맞추고 관련 변수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

의가 있다. 셋째, 조절변수로 포함된 과시성향과 기회주의 성향은 조절초

점이론의 측면에서 1차 구전과 2차 구전의 차이에 대한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넷째, SNS상의 구전 신뢰를 신뢰 이론에 기반하

여 정보원 신뢰, 플랫폼 신뢰와 구전정보 신뢰로 구분하여 변수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다섯째, 본 연구는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연구

의 틀로 활용하여 SNS 구전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들을 구전정

보 특성, 발신자 특성, 수신자 특성, 매체특성과 상황적 요인 등으로 체

계적으로 구분하여 SNS 2차 구전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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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고려한 통합모형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흥미성과 유용성이 높은 온라인 구전에 대

해서는 주의 깊게 관찰하고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실시간으로 소비자 간 의견이 오가는 SNS상에서 발신자의 전문성과 매

력성이 2차 구전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들은 자기 계정으로 정보 올릴 때나 전문성과 매력성에 중점을 둔

전략을 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마케팅관리자는 사용자

의 상호작용성과 사회적 실재감이 높고 사용자의 플로우를 쉽게 야기하

는 SNS를 선택하여 구전정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구전정보 유

용성과 2차 구전의도 간의 관계에 수신자 과시성향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결과에 따라 2차 구전에서 1차 수신자 과시성향의 역할을 중시해야 한

다. 다섯째, 기업은 SNS 이용자들의 연령대와 SNS 이용형태를 기준으

로 기회주의행동 경향이 높은 수신자를 파악하여 이용자별 대응전략 수

립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가지는 이론적 의의와 실무적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연구의 한계점이 존재한다. 먼저, 본 연구는 2차 구전 의도에 관한 초기

탐색적인 연구 성격으로 인해 1차 구전과 2차 구전의 차이에 대하여 조

절초점이론 근거하여 검증했는데 보다 다양한 이론과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성이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다루어야 할 주제로 판단된

다. 둘째,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전

정보를 떠올리면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구전정보에 포함된 제품이나 서

비스, 브랜드와 같은 내용의 특성들을 엄격하게 통제하지 않았는데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정교한 조사방법을 개발하여 구전정보 내용의 영향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조절변수로 이용된 개인특성으로 과시성향과

기회주의성향이 포함되었는데 향후 연구에서는 우유부단성 등과 같은 보

다 다양한 수신자 개인 성향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최근 모바일 환경에서의 플로우가 마케팅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SNS에서의 플로우가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SNS상의 2차 구전의도의 통합모형에서 매체특성으로 플로우의

역할을 검증하였다. 그러나 플로우 외에도 다양한 SNS 관련 매체특성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SNS 관련 매체특성 변수 특히 2차 구전

에 유의미한 변수를 검토 및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플로우가 SNS

상요에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SNS상의 1차 구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SNS상의 2차 구전에 초점을 두고 2차 구

전에서 플로우의 역할만 검증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SNS상의 1차 구



- v -

전에서 플로우의 역할 그리고 1차 구전과 2차 구전에서 플로우 역할의

차이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SNS 이용 층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향후 개인적 특성요인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대,

SNS 이용 동기 등에 따라 좀 더 세분화하여 본 연구모형을 적용해본다

면 보다 설득력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주제어: SNS, 온라인 구전, 2차 구전, 정보특성, 발신자 특성, 수신

자 특성, 사회관계 특성, SNS 특성, 과시성향, 기회주의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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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기업의 마케팅과정에서 소비자의 구전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널리 알려

져 있고, 마케팅 학계에서도 오래 전부터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류

강석, 유시진, 2015). 구전에 관한 연구는 오프라인 구전뿐만 아니라 온

라인상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함에 따라 수많은 정보탐색과 소통이 모바일과 온라인을 통해 이뤄

지고 있다(김지숙, 권혁기, 2016). 특히 최근에 온라인상에서 사람들의 주

활동무대가 SNS로 이동하며 온라인 구전(eWOM)은 SNS에 의해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박탄우, 이경렬, 2014).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 SNS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김기영, 2017; 유양호,

2017; 고상, 이승구, 한명훈, 2019; 김광훈, 2019; 김윤서, 신형철, 2020;

임현철, 박연섭, 2019; 최우성, 2019). 이처럼 소셜 미디어의 중요성이 증

가하고 있으며 광고주들이 자사 브랜드를 촉진하기 위해 페이스북, 트위

터 등과 같은 소셜 미디어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Solis,

2011). SNS는 다른 사람의 구전정보를 취득하는 경로인 동시에 소비자

들이 자신의 의견을 널리 알리는(구전 확산)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Chen et al., 2011). 확산된 구전정보는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인지도와

같은 기업-소비자 관계의 핵심적인 요소에 영향을 미친다(Jansen et al.,

2009, 임재문, 2010). 따라서 SNS 이용자들은 각종 경험이나 의견과 같

은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SNS를 주요 정보원천으로 간주하

는 경향이 있다. SNS의 영향력과 파급력이 커지면서 커뮤니케이션 수단

의 기능을 뛰어넘어 마케터들도 SNS를 주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김

혜숙, 2018).

구전은 여러 단계에서 나타나는 발신자와 수신자 간 일련의 연속적인

의사소통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김민형, 황영현, 2014). 그러나 구전 관

련 기존 연구는 발신자 측면에 초점을 두고 발신자의 구전행동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김성혁 외, 2000; 양성수 외, 2008; 임상현,

김태희, 2010; 천민호, 2013), 발신자-수신자(재발신자)-수신자 단계에서

수신자의 재발신, 즉 재구전 행동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김민

형, 황영형, 2014). 그리고 구전확산에 관한 일부 기존 연구들은 주로 최



- 2 -

초 전달자(initial transmitter)에 초점을 두고 있다(장해, 박주식, 2015).

그러나 최초 전달자 외에도 누군가로부터 받은 정보를 다시 퍼뜨리는(2

차 구전) 재전달자들이 존재한다(Stephen and Lehmann, 2009). 재전달

자는 구전 파급효과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구전 사슬의 연장에도 중요하

기 때문에 소비자의 2차 구전행동의 영향요인을 탐색하는 것은 구전 파

급효과에 관한 연구의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이다(장해, 박주식, 2015).

최근에는 재구전이라는 변수로 온라인 구전효과를 측정하는 연구들(김

민형, 황영현, 2014; 김지숙, 권혁기, 2016; 윤한성, 김중하, 배상욱, 2016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각 연구의 초점에 따라 서로 다른 정의

를 내리고 있으며, 온라인 구전확산, 재구전, 구전 재전달 등과 같은 유

사한 개념의 변수들에 대한 일치되는 정의가 없다. 또한 정보기술의 발

전에 따라 SNS에서 페이스북의 공유와 트위터의 리트윗과 같은 새로운

정보 재전달 기능들이 개발된다. 본 연구에서는 2차 구전에 대하여 새로

운 정보 재전달 기능들을 반영하여 정의한다. 즉 SNS상의 2차구전은

SNS상에서 접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경험에 의한 구전정보를 불특정

다수의 제3자들에게 2차적으로 전달/공유하는 활동(페이스북의 SHARE;

트위터의 RETWEET 등과 같은 기능)을 의미한다.

사회적 관계 구축 및 유지가 SNS 이용자들의 주된 활동이기 때문에

SNS상의 구전발신에 지각된 사회적 위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구전

발신자는 주변 사람들이 발신한 정보에 대한 평가를 우려하는 사회적 위

험을 지각하므로 발신의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1차 구전에

비하면 2차 구전에 사회적 위험을 감소하거나 회피하는 방법은 다르다.

즉 2차 구전에서는 수신한 1차 구전에 대한 신뢰를 통해 지각된 사회적

위험을 감소할 수 있다. 또는 2차 구전을 통해 지각된 사회적 위험을 다

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 있다. 위험이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기회주의성향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1차 구전과 2차 구전의

차이점으로 1차 구전신뢰와 2차 발신자의 기회주의성향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플로우는 최적경험의 상태를 나타내는 용어로 사람들이 어떤 활동에

몰입되어 있어 다른 것은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으며 그 경험 자체가 매

우 즐거워서 그 경험을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 지불하게 되는 상태를 의

미한다(김도일, 이승희, 박종희, 2003). 플로우는 온라인 이용자들의 행동

을 설명함에 있어 유용한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다(박철, 2008; Hoffman

and Novak, 1996). 특히 스마트폰은 다른 다지털 기기에 비해 사용자의

내재적 동기에 의해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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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력 장치와 더불어 고품질의 스마트폰 스크린은 몰입을 유도하고 현

실감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다(김정이, 2013). SNS에서 플로우가 연구는

원인은 플로우가 중요한 마케팅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모바일 환경에서

의 플로우가 중요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SNS는 기존의 블

로그, 웹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보다 더 편하고 상호작용성이 높아서 SNS

관련 연구에서 플로우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SNS 구

전연구에서 플로우를 다룬 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플로우를

SNS 구전영역에 도입하여 사용자들의 구전행동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가 있다.

SNS 구전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구전 정보원 전문성을 중심

으로 그 효과를 살피고 있다. 상대방인 구전정보의 수신자의 능력 혹은

지식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부족하여 효과를 명확히 밝히는데 한계가 있

다(김지숙, 권혁기, 2016). 구전효과는 정보원과 정보자체에 의해 영향을

받는 동시 수신자의 개인 심리학적 성향에 의존하기도 한다. 즉 서로 다

른 개인 심리학적 성향을 가진 수신자들은 수신한 구전정보에 서로 다르

게 반응할 수 있다. 과시성향은 개인 심리학적 성향 중 중요한 성향이다.

과시는 SNS상에서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소비자들은 SNS상에서 자신

이 구매한 제품을 과시하여 자신의 가치와 우수함을 알리고 사회적 지위

를 획득하고자 한다(Baumeister, 1982; Belk, 1988; Goffman, 1959;

Griskevicius, Tybur, and Vanden Bergh, 2011; Lee, Ko, and Megehee,

2015; Ruvio and Shoham, 2016). 이와 같이 과시는 소비경험을 통해 자

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타인이 자신에 대해 가지는 인상(impression)을

통제하기 위한 시도를 의미한다(Berman et al., 2015; Tal-Or, 2010).

SNS에서 구전 수신자의 과시성향에 따라 수신한 정보에 각각 다르게

반응하고 온라인 구전 신뢰와 플로우가 2차 구전 의도에 미치는 영향도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수신자의 과시성향의 조절효과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구전은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한 종류이다. 구전에 관한 연구는 사회

적 커뮤니케이션이론을 연구의 틀로 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커뮤니케이

션은 발신자(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 자극(발신자에 의해 전달되는 메

시지), 수신자(메시지에 반응하는 사람), 반응(수신자에 의해 발신자에게

전달되는 것), 상황적 요인(contextual factors)과 같은 5가지 요소를 포

함한다(Cheung and Dimple, 2012). 그러나 SNS상의 온라인 구전과 관

련된 선행연구 대부분은 온라인 구전효과의 영향요인들을 단편적으로 다

루고 있다. SNS상의 구전 통합모형에 관한 연구도 발신자 특성, 수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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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정보특성만 포함하고 매체특성 및 환경적 요인을 포함하여 연구하

지 못하였다. 이에 SNS상의 2차 구전효과의 영향요인들에 관한 보다 포

괄적이고 통합적인 연구모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제2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SNS상의 구전 효과인 2차 구전 의도, 즉 기존 구전정

보의 재전달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온라인 구전 신뢰 및 신뢰의 선행요

인인 구전정보특성, SNS특성, 발신자(정보원)특성, 사회관계특성, 그리고

수신자 개인특성, 내적동기인 플로우 등 변수들의 영향관계를 종합적으

로 검증하고자 한다. 즉 SNS상의 온라인 구전 신뢰의 선행요인(구전정

보특성, SNS특성, 발신자특성, 사회관계적 특성)과 2차 구전 의도에 미

치는 영향, 그리고 수신자개인특성, 모바일 환경 경험 설명의 주요변수인

플로우 개념 등을 포함하여 SNS상의 구전효과인 2차 구전 의도에 관한

통합적 연구모형을 제시하여 SNS상의 2차 구전 의도에 대한 실증연구

가 부족한 실정에서 SNS상의 2차 구전 의도에 관한 이론적 근거를 제

시하고 기존 모형을 확장하고 과학적 인식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런 과

정은 소비자들의 SNS상의 2차 구전활동에 대한 학문적 이해의 폭이 넓

히고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의 내용에 따라 구전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구전의 정보

특성이 구전 전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Elliott,2002).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SNS상에서 구전정보특성인 동의성과 흥미성이 온라인 구전정보

유용성과 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며 이를 통해 2차 구전

의도에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소비자는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구전정보를 받는다. 하지만 같

은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전달했느냐에 따라 소비자은 그 정보에 대

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인다. 따라서 SNS상에서 구전 발신자 특성이 온

라인 구전 정보원 신뢰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구전정보 신뢰를 통해 2

차 구전의도에 미치는지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소셜 연결이 SNS의 핵심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화관계적 특

성 변수는 구전 행동의 이해를 하는 데 중요하다(Chu and Kim, 2011).

따라서 본 연구는 SNS상에서 사회관계특성이 온라인 구전 정보원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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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구전정보 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넷째, 커뮤니케이션 효과의 영향요인을 확인할 때 매체인 SNS의 특성

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SNS상에서 SNS 특성이 플랫폼 신뢰와 사용

자 플로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다섯째, 정보원 신뢰와 플랫폼 신뢰가 구전정보 신뢰에 미치는 영향과

최종적으로 2차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여섯째, 수신자(2차 발신자)의 개인 특성에 따라 같은 플랫폼에서 같은

발신자에게 받은 같은 정보에 대해 서로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 따라서

SNS상에서 구전정보 신뢰, 유용성 및 플로우와 2차 구전 의도 간의 관

계에서 수신자 개인특성인 과시성향과 기회주의성향의 조절효과를 검증

하고자 한다.

제3절 연구의 범위와 구성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에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SNS상의 구전정보특성, 발신자

특성, SNS특성, 사회관계특성, 수신자 개인특성, 플로우 등 관련 변인들

의 영향 관계를 검증하고 실증연구 범위 설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

련한다.

둘째, 적합성과 타당성에 근거한 연구가설과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통

계분석을 위해 타당한 측정 도구를 선정하며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각 변

수에 적합한 설문 문항을 개발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SNS상에 구전정보를 접한 적이 있는 SNS 사용

자들을 조사대상으로 한다.

넷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통계

분석하여 실증 연구를 실시한다.

다섯째, 통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가설을 검증한 후 연구의 결과를

요약 및 토의하고 시사점,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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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내용은 다음의 <그림 1-1>과

같다.

제1장은 SNS상의 2차 구전에 관련된 변수들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바

탕으로 연구의 필요성, 연구의 목적, 연구의 범위, 연구의 구성 등을 포

함한 서론 부분이다.

제2장은 SNS상의 2차 구전에 대한 이론적 배경으로 SNS상의 구전,

구전 발신자 특성, 구전정보특성, 수신자 특성, SNS특성, 사회관계특성

및 플로우의 개념을 정리하고 연구 주제에 맞는 이론적 근거를 정리한

다.

제3장은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도출하고 연구가설을 설

정한다.

제4장은 연구 방법으로서 자료수집과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분

석방법을 설명하고 제시한다.

제5장은 연구결과로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을 통

해 가설검증을 실시한다. 조사대상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SNS 사

용형태 특성을 분석하고,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성, 타당성, 상관관계 분

석 및 가설 검증을 다룬다.

제6장은 결론으로서 분석한 연구결과를 요약 및 통의하고 연구의 시사

점,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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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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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SNS상의 온라인 구전

1. SNS의 개념

SNS는 ‘Social Network Services’의 약자로 이를 풀어보면 ‘social’은

사회를 뜻하는 말로 ‘공동체’를 의미하고 ‘network’는 일련의 과정을 통

해 연결된 ‘관계망’을 나타내며 ‘service’는 이러한 것들이 가능할 수 있

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곽비송, 2013). SNS는

협력적 작업이 가능하고 사람들끼리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도

와주는 소프트웨어 서비스이다 (Richter and Koch, 2008; Sledgianowski

and Kulviwat, 2009). 초창기의 SNS는 학연, 지연, 인종 등 오프라인 네

트워크의 특성을 기반으로 온라인상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형태로 출발

하였다(최민재 외, 2009). 또한 SNS는 가상공간의 사용자들이 디지털 매

체 내의 대인간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는 블로그, 커뮤니티, 채팅 등의

서비스를 통해 형성되는 관계로 정의할 수 있다(표원정, 2012). 한 장소

에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그룹을 형성하고 움직이는 온

라인 커뮤니티와 달리 SNS는 개인을 중심으로 개인과 개인의 연결을

통해 네트워크를 누적하며, 이를 통해 더욱 다양하고 커다란 공동체를

형성할 수도 있다(성가희, 2011).

SNS는 사람들이 의견, 생각, 경험, 관점 등을 공유하기 위해 사용하는

온라인 툴과 플랫폼이다(정기한 외, 2010). SNS는 그 자체가 일종의 유

기체적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소비와 생산의 일반적 매커니즘이 적용될

수 없으며 양방향적인 특성으로 인해 사용자들이 참여하여 정보를 공유

하는 과정을 거쳐 형성된다(정기한 외, 2010). 이처럼 SNS는 실제 오프

라인 세계에서 친분이 있는 사람들과 오프라인에서 친분관계가 없더라도

정체성이 익히 알려진 사람들 간에 형성된 사회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자유롭게 생성하고, 실시간으로 전달 및

공유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온라인구전을 위한 최적화된 플랫

폼으로 여겨진다(박탄우·이경렬, 2014 ; 이시내·이경렬, 2013).

소비자들은 SNS를 통해서 사진이나 글을 올리는 등의 행위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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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칭찬을 하거나 불평을 하기도 하

며, 필요한 정보를 찾고,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SNS 친구들

과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다(박탄우·이경렬, 2014). SNS는 관계를 맺은

사람들 사이에서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자유롭게 생

성하고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 구전을 위한 이상적인 도구라고

볼 수 있다(Vollmer and Precourt, 2008). SNS의 개념에 관한 선행연구

를 정리하여 다음과 같다.

<표 2-1> SNS의 개념에 대한 선행연구

연구자 정의

홍다운

(2011)

소셜 미디어의 한 종류로서 소셜 네트워크 구축과 구현을 온

라인상에서 해주는 서비스이며, 1인 미디어, 1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서비스

오명환

(2011)

기존 정보 위주의 인터넷 산업과 다르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

에 중점을 두는 서비스

정희정,

김소연

(2012)

온라인 인맥구축 서비스로 1인 미디어, 1인 커뮤니티, 정보 공

유 등을 포괄

유혜인

(2012)

온라인상에서 축적된 관계를 기반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

하고, 지속적인 관계구축 및 관계 강화를 지원하는 서비스

문종범

등(2012)

인터넷이라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인맥관계를 강화시

키고 새로운 인맥을 쌓으며 폭넓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

도록 지원해 주는 서비스

정병찬,

구장옥

(2013)

온라인상에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용자 간의 관계 맺기를

지원하고, 축적된 관계를 통해 인맥관리, 정보공유 등 다양한

커뮤니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Yadav,

Pavlou

(2014)

인터넷을 기반으로 구매 경험자와 잠재적 소비자 간에 형성되

는 커뮤니케이션

이창호,

정낙원

(2014)

기존의 재미와 흥미 위주로 알고 지냈던 인맥유지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지식과 정보를 생산·공유함으로써 알지 못하는 다

양한 사람들과도 교류할 수 있는 정보 서비스

자료: 손승달(2017).

SNS에 대한 분류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나종연

(2010)은 네트워크의 사용자의 수와 공개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지식공

유서비스, 블로그, 미니홈피,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SNS를 나누어 분

류하였다. 이재범 등(2010)은 정보전달, 관계형성, 정보공유 등의 사용목

적에 따라 블로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마이크로 블로그 등의 5가지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손승달(2017)의 연구를 인용하여 <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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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SNS를 분류하였다.

<표 2-2> 서비스 유형에 따른 SNS 분류

유형 정의 서비스사례

네트워크형 일반적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블로그형
개인 미디어인 블로그를 중심으로 소셜

네트워크 기능이 결합된 서비스

티스토리,

네이버 블로그 등

마 이 크 로

블로그형

텍스트 기반의 짧은 단문 위주의 블로그

서비스
트위터 등

공유형
사진, 동영상 등 특정분야의 다양한 UCC

중심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유뷰브,

인스타그램 등

협업형
공동 창작 협업기반의 소셜 네트워크 서

비스
위키피디아 등

대화형
채팅. 메일 등 사용자간 커뮤니케이션 중

심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등

자료: 손승달(2017)의 연구를 참고하여 재정리.

2. SNS의 특성

SNS는 단순히 사람들과의 연결을 제공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

자들이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한다는

데 독특한 특성이 있다(Boyd and Ellison, 2007). SNS의 특성으로는 정

보제공성, 관계성, 상호작용성, 연결성 및 유희성을 들 수 있다. 선행연구

들의 SNS의 특성을 정리하면 <표 2-3>과 같다.

2.1 상호작용성

  상호작용성은 웹 미디어의 핵심적 특성이지만(권상희, 2007) 상호작용

성에 관한 논의는 이미 오래전부터 광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정보과

학, 컴퓨터과학, 교육학 등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다. 상

호작용성(interactivity)은 상호작용(interaction)이라는 용어와 같은 뿌리

를 갖고 있는 용어로 사람이나 사물들이 교환행동을 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의미한다(이정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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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SNS 특성의 구성요소

연구자 구성요소

Sato(2005) 상호 작용성, 지각된 즐거움, 사회적 실재감, 공유

Dube(2007) 사용자 중심, 상호작용, 사회적 실재감, 관계, 감정

Mislove

et al.(2007)
흥미로움 공유, 상호작용, 링크(관계)

Smith(2007) 정체성,존재감,관계성,상호작용성,공유성, 단체성, 평판성

Subrahmanyam

et al.(2008)
관계, 커뮤니케이션

Pfeil et al.(2009) 즐거움, 커뮤니케이션, 관계성

황성원(2010) 참여, 공개, 커뮤니케이션, 커뮤니티, 연결

김태현(2011) 상호작용성,정보제공성,브랜드명성,유희성

김대진(2011) 서비스품질, 정보품질, 시스템품질, 사회성품질, 감성품질

김현주(2011) 신속성, 흥미 교류성, 신뢰성, 콘텐츠, 관계성, 평가성

이희정(2011) 정보생동감, 정보간결성, 정보의 유희성

조로사(2011) 편리성, 정보성, 즉시성, 지각된 유용성

한인선 외(2011) 교류빈도, 친밀감, 호혜성(상호작용성), 감정의 강도

김재진 외(2011) 정보 제공성, 오락성(즐거움), 침해성, 심심 파적

박현선 외(2011) 명성, 경제성, 정보 품질, 거래안전성, 상호 작용성

이희정(2011) 생동감, 간결성, 유희성

강경희(2012) 정보 제공성, 유희성, 명성, 상호 작용성

성혜진(2012)
시스템품질, 정보품질, 개인 혁신성, 지각된 즐거움, 사회

적 영향, 구전, 추천효과

자료: 오와규(2015)의 연구를 참고하여 재정리.

SNS와 관련된 상호작용성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박영(2012)은 트

위터 특성이 영화 태도, 구전의도, 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에서 트위터 상호작용성이 영화 태도, 구전의도, 관람의도에 유의미한 정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영, 2012).

상호작용성이 높을수록 SNS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 그리고 몰입도가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SNS에 대한 신뢰도에는 SNS의 노출성이

나 위장성 보다는 상호작용성이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예측 요인으로 나타

나 SNS의 상호작용성이 높을수록 신뢰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고(이점

수, 2013), SNS 사용자들의 상호작용성이 SNS 몰입과 중독에 영향을 미

쳤다(고아라, 2012).

2.2 사회적 실재감

사회적 실재감의 개념은 Short et al.(1976)에 의해 처음 연구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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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매개된 커뮤니케이션 상대가 사회적으로 존재함을 느끼는 정

도, 즉 얼마나 현실적으로 느끼는지의 정도를 의미한다(김유정, 위방지,

강소라, 2007). 사회적 실재감을 매체를 이용함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

상대방과 서로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처럼 느끼는 정도이며(Rice,

1993), 다른 사람과 사회적인 접속을 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다(Biocca,

1995).

사회적 실재감은 웹 사이트와 사용자 사이의 교감에 영향을 주는 요소

이며(Kumar and Benbasat,2006), 사회적 실재감은 사용자들 사이에 심

리적인 연결고리를 형성시켜주며 웹 사이트의 온화함, 개인화, 사교적인

감정 등을 유발함으로써 웹 사이트에서 감정적 연결고리를 형성시켜 주

는 역할을 한다(문영주, 이종호, 2010). Hassanien and Milena(2007)의

연구에서 사회적 실재감이 강하게 느낄수록 사용자들이 사이트가 유용하

다고 지각했다. 또한 사회적 실재감이 판매자에 대한 신뢰와 즐거운 감

정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Hassanien and Milena, 2007).

사회적 실재감은 온라인 구매 환경에서 소비자들이 다른 사람이 같은

사이트 안에서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는 정보들을 인식하게 되는 것에서

부터 출발한다(김하빈, 2013).

3. SNS상의 온라인 구전

3.1 온라인 구전

인터넷이 보편화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주 활동 무대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소비자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스스로

글을 작성하고,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다. 이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확

산되는 구전은 ‘internet WOM’ 또는 온라인 구전(electronic word of

mouth, eWOM)으로 불리며, 가장 영향력 있는 커뮤니케이션 수단 중 하

나라고 할 수 있다. 온라인 구전에 대하여 연구자들은 다양한 정의를 내

리고 있다. Bickart and Schindler(2002)는 온라인 구전을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들 간에 발생하는 정보교환을 인터넷 상의 구전이라고 정의했으

며, 성영신, 박진영, 박은아(2002)는 인터넷을 매체로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직·간접 경험을 통해 받은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정보를

공하는 커뮤니케이션 행위 또는 과정으로 정의했다. Hennig-Thurau, et

al.(2004)는 인터넷 환경에서 다른 소비자에게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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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관련 경이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전자적 구전(eWOM)으로 정의

했다. 온라인 구전은 소비자가 직·간접 경험을 통해 얻은 특정기업의 제

품,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을 기반으로 교환하는 의사소통이다

(Litvin, Goldsmith and Pan, 2008). 온라인 구전에 관한 선행연구가 많

았으며 다음의 <표 2-4>과 같이 연구자에 따른 온라인 구전의 정의와

용어에 대해 정리하였다.

<표 2-4> 온라인 구전의 정의 및 용어

연구자 정의 용어

Granitz

Ward

(1996)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 간의 정보교환의 총칭
Internet WOM

Schwartz

(1998)

인터넷에 존재하는 구전커뮤니케이션을 온라

인 구전이라고 함”
Online WOM

Bickart

Schindler

(2002)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들 간의 제품정보, 사용

경험, 추천 등의 정보교환”
Internet WOM

Gelb

Sundaram

(2002)

대화방, 뉴스그룹, 게시판 등의 도구를 통하여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소비자들 간의 정보교

환

WOM

성영신,

박진영,

박은아

(2002)

메일이나 하이퍼텍스트를 매개로 하여 소비자

들의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 간

의 정보를 교환하는 커뮤니케이션의 행위 또

는 과정

온라인 구전

Henning

Thurau et.

al.

(2004)

제품과 회사에 대한 잠재적, 실재적 혹은 과거

경험의 경험이 있는 고객에 의한 긍정 혹은

부정의 형태로 인터넷을 통해 나타나는 것임

e-WOM

이은영

(2004)

인터넷을 기반으로 소비자들이 자신의 경험이

나 지식에 기초한 제품이나 소비 관련 정보의

언급

온라인 구전

Stephen

et. al.

(2008)

인터넷을 통한 인포멀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

로 한 소비자들 간의 정보교환
e-WOM

오리용

(2015)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상의 게시판,

대화방, 사용 후기, 댓글, 블로그, SNS 등을

통해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정보나 사

용 경험에 대한 메시지(긍정적 및 부정적)를

주고받는 소비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자료: 손승달(2017)의 연구를 참고하여 재정리.



- 14 -

3.2 SNS 구전

온라인상에서 사람들의 주 활동무대가 SNS로 변화하고, SNS 사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온라인 구전 정보의 흐름도 SNS로 이동하

고 있다(박탄우, 이경렬, 2014). 현재에는 페이스북, 트위터를 비롯한 다

양한 SNS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Karlíček, Tomek,

Křížek, 2010). SNS상에서 온라인 구전은 소비자들이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특정 SNS의 애플리케이션 및 고유기능을 통해서 제품과 관련된

다른 사람들의 충고를 검색하거나 제공할 때 발생하게 된다(Chu and

Kim, 2011). 소비자들은 SNS를 통해서 사진이나 글을 올리는 등의 행위

를 통해 자발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칭찬이나 불평을 하며,

필요한 정보를 찾고,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SNS 친구들과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이경렬, 한송희, 2014). 이처럼 SNS는 관계를

맺은 사람들 사이에서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자유롭

게 생성하고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 구전을 위한 이상적인 도

구라고 볼 수 있다(Vollmer and Precourt, 2008). SNS상의 온라인 구전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SNS를 이용한 구전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수

립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Chu and Kim, 2011).

기존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SNS상의 온라인 구전을 페

이스북, 트위터를 비롯한 다양한 SNS를 통해 이루어지는 정보 수용 및

정보 전달과정으로 정의한다.

다음의 <표 2-5>와 같은 SNS 구전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SNS를 활용한 온라인 구전의 영향력에 관련된 연구(이시내, 이경렬,

2013; 박지영, 2013), 온라인 구전정보의 메시지 특성에 관한 연구(김재

휘, 2006; 고진용, 김현경, 윤승재, 2014; 이주양, 장필식, 2013; 신상우,

김종훈, 2013),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의 SNS의 이용행태와 관련된 연

구(황윤용, 이기상, 최수아, 2015), 발신자 및 수신자의 특성에 초점을 맞

춘 연구(윤한상, 배상욱, 2011; 박탄우, 이경렬, 2014), SNS 매체유형별

광고평가 및 태도에 관한 연구(박은아, 2007) 등이 대부분이었고, 주로

구전정보의 발신자 전문성을 중심으로 그 효과를 살피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SNS상의 온라인 구전 효과의 선행요인인 발신자(정보원)특성,

구전정보특성, 수신자개인특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실증연구는 부족

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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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SNS 구전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독립변수 매개변수 조절변수 종속변수

신상우
김종훈
(2013)

댓글 방향성
동의성
지인추천

구전확산
구매의도

이시내
이경렬
(2013)

개인특성
SNS특성
대인적 영향
사회적 자본

정보추구
정보제공
정보전달

고진용
김현경
윤승재
(2014)

메시지 방향성
메시지 속성

구전효과

박탄우
이경렬
(2014)

박신자 특성
수신자 특성
정보 특성

신뢰성
유용성

구매영향력
구전수용
구전확산

박진영
(2015)

구전정보 특성 레스토랑 이미지 구전효과

마건
이형탁
(2016)

발신자 특성
관계 특성

신뢰 문화적 가치 수용의향

정천남
노원희
(2016)

구전정보 특성
브랜드 이미지
구매의도

최영민
배상욱
(2016)

정보특성 수용의도 재구전의도

한지수
이형주
(2016)

사회적 자본 신뢰
구매의도
구전의도

QU
김재전(
2017)

체계적 요인
휴리스틱 요인

구전정보
신뢰성

구매의도
구전의도

최영문
한상성
(2017)

구전정보 특성

브랜드
태도
브랜드
이미지

사회적 유대관계 구매의도

김남현
(2018)

사회적 관계 신뢰
정보수용성
정보공유의지

양동휘
(2019)

발신자 특성 신뢰성 구전확산

전혜경
고한준
(2019)

발신자 특성
수신자특성
정보특성

구전수용
구전활동

김대석
서영욱
(2020)

정보특성
사회적 자본

몰입 구전의도

자료: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연구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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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온라인 구전 효과에 관한 연구

1. 온라인 구전수용에 관한 연구

온라인 구전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온라인 구전의 수용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Cheung and Lee 2012). Cheung and Dimple(2012)은 학술지

에 게재된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의 25개의 온라인 구전 논문을 선정하

고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분석틀로 활용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하였

다.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은 발신자가 수신자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자극을 전달하는 과정이다(Hovland, 1948). 다음의 <그림 1>과 같이 누

가 누구에게 무엇을 그리고 어떤 효과라는 기본적 틀 안에서 작동하는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은 발신자(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 자극(발신자에

의해 전달되는 메시지), 수신자(메시지에 반응하는 사람), 반응(수신자에

의해 발신자에게 전달되는 것)과 같은 4가지 중요한 요소를 포함한다.

Cheung and Dimple(2012)은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5가지 요소

에 초점을 맞추고 기존 온라인 구전 연구를 체계적으로 정리 및 분석하

였다. 분석결과, 반응 관련 온라인 구전 연구에 포함된 변수에는 태도,

구매의도, 구매, 구전정보 수용으로 나타났다(Cheung and Dimple, 2012).

자극과 관련된 온라인 구전 변수에는 구전정보의 방향성과 양(volume)

이 주로 연구되었고 소비자들은 제품평가 또는 의사결정과정에서 긍정적

인 정보보다 부정적인 정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err et al. 1991). 발신자와 관련된 변수에는 원천신뢰성과 귀

인과정(Sen and Lerman 2007), 수신자와 관련된 변수에는 수신자의 관

여도, 경험, 지식, 전문성, 성별 등이 주된 연구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해, 박주식, 2015).

정보의 동의성 및 생생함, 커뮤니티 상호작용, 사용자 통제성이 태도변

화와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며(이은영, 이태민, 2005), 메시지 특성, 발

신자 특성, 수신자 특성과 소비자의 구전 수용 및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김나민 외, 2006). 류별희, 이경렬(2015)은 온라인 구전정보의 방

향성과 지각된 유용성이 제품태도,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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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heung, C.M.K and Dimple R. Thadani(2012), “The Impact of Electronic

Wordof-Mouth A Literature Analysis and Integrative Model,” Decision Support

System, 54, 461-470.

<그림 2-1> 온라인 구전 커뮤니케이션 효과의 통합적인 틀

온라인 구전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온라인 구전정보와 관련된 다

양한 요인이 소비자의 구전정보 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하는데 초점

을 두었다.

2. 온라인 구전확산에 관한 연구

구전 커뮤니케이션의 1차적 효과는 수신자의 정보수용 즉, 태도의 변

화라 할 수 있으며, 2차적 효과는 수신자가 새롭게 송신자로서 그 역할

을 수행하면서 구전의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구전의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다(박탄우, 이경렬, 2014). 구전 커뮤니케이

션 연구에 있어 구전 확산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

다(장해, 박주식, 2015). 기존 연구들이 구전을 주로 설득 커뮤니케이션으

로 논의하면서 구전의 설득(수용) 효과에만 초점을 두고 있고, 구전을 확

산 커뮤니케이션으로 논의하는 경우는 드물다(Weening and Mid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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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재전달자는 구전 파급효과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구전 사슬의 연

장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구전 재전달 행동의 영향요인을 탐색

하는 것은 구전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의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이다(장

해, 박주식, 2015).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늘날은 정보 공유를 용이하게 하는 소셜 미

디어와 정보기술이 발달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구전정보 확산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부족하다(Radighieri and Mulder 2014). 또한 온라인 소비

자 의견 플랫폼(Online consumer opinion platform)에서 소비자가 온라

인 구전활동을 하는 이유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Cheung

and Lee, 2012).

그리고 Cheung and Matthew(2012)는 사회심리적 문헌에 기반한 4가

지 동기(이기주의, 집단주의, 이타주의, 원칙주의)와 지적 자능감을 중심

으로 온라인 구전활동의 이유를 규명하였다(장해, 박주식, 2015). 먼저 이

기주의적 동기는 어떤 행동의 궁극적인 목표가 자신의 행복을 증가시키

는 것이라면 그 행동의 동기는 이기적인 것으로 간주된다(Batson 1994).

최근 사회적 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은 공공재에 대한 행동을

이기주의 관점에서 설명하는데 적용되어 왔다(Bock et al. 2005). 합리적

인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의 정보교환 과정 동안 자신의 혜택을 최대화하

고 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보상(금전, 상, 명성, 인정 등)을 추구하기 마

련인 것이다(Lakhani and Hipper 2003). 둘째, 집단주의적 동기는 집단

또는 조직의 행복(복지)을 증가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것에

대한 동기부여로 정의된다(Batson 1994). 셋째, 이타주의적 동기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순수한 관심과 지원에 대한 동기로 인해 온라인 구전정보

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며, 넷째, 원칙주의적 동기는 자신이 해야 할 일

에 대한 도덕적 의무감으로부터 생긴 동기를 의미한다(장해, 박주식,

2015). 끝으로 지적 자능감(knowledge self-efficacy)으로서 기존 연구들

(Lee et al. 2006)은 지적 자능감이 온라인 환경에서 지식공유의 중요한

선행요인임을 제시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비자의 구전활동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구전

활동을 하는 소비자가 지각하는 구전관련 비용과 혜택을 비교분석하는

관점과 구전활동을 하는 소비자의 동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장해, 박주

식, 2015). 구전활동에의 영향요인을 주로 소비자의 개인적인 특성에 초

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연구대상이 된 구전활동은 대부분 자기의 구매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1차 구전(최초 전달)에 한정되어 있다

(장해, 박주식, 2015). 구전정보 확산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최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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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자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하였다(Stephen and Lehmann,2009). 그러나

최초 전달자 외에도 구전 정보의 또 다른 전달자가 있는데 이들을 재전

달자라고 부르며 재전달자는 누군가로부터 받은 구전정보를 퍼뜨리는(2

차 구전) 사람을 의미한다(장해, 박주식, 2015). 최근 SNS와 모바일 기술

의 발달됨에 따라 1차 구전뿐만 아니라 2차 구전도 활발히 발생하고 있

으나 이와 관련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표 2-6>과 같이 최근에는 재구전이라는 변수로 온라인 구전효과를

측정하는 연구들(김민형, 황영현, 2014; 김지숙, 권혁기, 2016; 윤한성, 김

중하, 배상욱, 2016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심선희 외(2009)와 김민정,

서운희(2010)는 재구전을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에서 구매후기를 읽고 구

매후기의 내용에 대해 만족하여 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위해 구매후

기를 작성하거나 수용자가 직접 겪은 경험 또는 정보를 타인에게 재전달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장해, 박주식, 2015). 김민형, 황영현(2014)의 연

구에서 구전은 관광을 경험한 1차 발신자와 1차 수신자에게 메시지를 전

달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재구전은 1차 발신자로부터 메시지를 전달받

은 1차 수신자가 2차 발신자가 되어 2차 수신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김지숙, 권혁기(2016), 최영민, 배상욱(2016) 등의

연구에서 정보의 재구전을 이미 경험한 수용자로부터의 구전정보를 통해

다른 소비자의 정보수용의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각 연구의 초점에 따른 서로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온라인 구전확

산, 재구전, 구전 재전달 등과 같은 비슷한 변수들에 대한 일치되는 정의

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정보 재전달 기능들을 반영하여 2차 구

전을 정의한다. 즉 SNS상의 2차 구전은 SNS상에서 접한 직간접적인 경

험에 의한 구전정보를 불특정 다수의 제3자들에게 2차적으로 전달/공유

하는 활동(페이스북의 SHARE; 트위터의 RETWEET 둥과 같은 기능)을

의미한다.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1차구전과 2차 구전을 다음의 <표

2-7>과 같이 비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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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2차구전(재구전) 관련 연구
연구자 정의/조작적 정의 척도

심선희,

조용석,

김하균

(2009)

재구전 효과는 온라인 쇼핑몰 사

이트에서 구매후기를 읽고 구매후

기의 내용에 대해 만족하여 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위해 구매

후기를 작성하거나 수용자가 직접

겪은 경험 또는 정보를 타인에게

재전달할 의도로 정의한다.

*Intention to post a review to give

referrals about conveniences and

benefits offered.

*Intention to give referrals about

excellence in customer management.

*Intention to give positive answers

to neighbor’s questions.

김민정,

서운희

(2010)

재구전 활동은 인터넷 쇼핑몰 사

이트에서 구매후기를 읽고 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하여

구매후기를 작성하거나 사이트에

느낌을 게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나래(2006)의 연구를 바탕으로 구

매후기를 읽은 경험과 재구전활동에

대한 측정요인으로 5항목

김민형,

황영현,

(2014)

구전은 관광을 경험한 1차 발신자

와 1차 수신자에게 메시지를 전달

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재구전은

1차 발신자로부터 메시지를 전달

받은 1차 수신자가 2차 발신자가

되어 2차 수신자에게 메시지를 전

달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재구전 여부

재구전 빈도

김지숙,

권혁기

(2016)

정보의 재구전은 먼저 경함한 정

보 수용자로부터의 구전정보를 통

해 다른 사람들의 정보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는 구전정보의

재전달이라 할 수 있다.

*인터넷 상에서 정보의 공유의사;

*주변인에게 추천의사;

*정보전달의 의사.

김창호, 황의록(1997)

이태민, 박철(2006)

윤한성,

김중하,

배상욱

(2016)

구전활동은 타인에게 구전정보를

전달하는 행동이다.

구전정보의 재구전의도는 수신자

가 SNS에서 접한 구전정보를 다

른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전달하고

자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로 정의한다.

*정보전달의 의사

*주변인에게 추천의사

*인터넷상에서 정보공유의사

김창호, 황의록(1997)

이태민, 박철(2006)

최영민,

배상욱

(2016)

정보의 재구전은 이미 경험한 수

용자로부터의 구전정보를 통해 다

른 소비자의 정보수용의도에 영향

력을 행사하므로 이는 구전정보의

재전달이라 할 수 있다.

*정보전달의 의사

*주변인에게 추천의사

*인터넷상에서 정보공유의사

이태민, 박철(2006)

자료: 선행연구 기초로 연구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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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uang et al.(2011), "Making Your Online Voice Loud: The Critical Role of WOM

information,"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 45, 1127-1297.

<그림 2-2> 구전의 일반 흐름 모형

<표 2-7> 1구전과 2차 구전의 비교

구분 1차구전 2차 구전

경험특성 직접적인 경험 직/간접적인 경험

연구초점
발신자 측면

(발신자-수신자)

수신자 측면

(발신자-수신자-수신자)

구전연속성 일회적 연속적

자료: 선행연구 기초로 연구자 정리.

Huang et al.(2011)은 구전파급효과(ripple effect)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 2-2>와 같은 구전정보의 일반 흐름모형(General flow

model of WOM information)을 제시하였으며, 이 모형에서는 구전정보

의 수신자를 재전달자(resender)와 단순수신자(pure receiver)로 구분하여

재전달자는 구전정보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달하는 주체를, 단순

수신자는 구전정보를 다시 전달하지 않는 주체로 정의하였다(장해, 박주

식, 2015).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의 <그림 2-3>과 같이 구

전 흐름 모형을 정리하였다. 구전 흐름 모형은 1차 구전발신자가 동기특

성, 경험특성, 자기(1차 발신자) 개인특성 및 외부요인 등의 영향을 받고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련 정보를 직접 작성하고 발신한 다음 1차 수신자

가 1차 발신자의 정보를 전달받고 1차 구전 정보특성, 1차 구전 발신자

특성 및 자신(1차 수신자) 개인특성의 영향을 받으면서 1차 구전을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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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구전 흐름 모형

하거나 2차 발신자가 되어 2차 수신자에게 정보를 2차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으로 구성한다. <그림 2-3>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과정에서 1차 구

전과 2차 구전의 영향요인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구전효과로서의

구전수용과 2차 구전의 영향요인들이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본 연구에서

는 2차 구전에 맞추어서 2차 구전 의도의 영향요인들을 검증하고자 한

다.

또한 조절초점이론 측면에서도 2차 구전과 1차 구전 간의 차이를 설명

할 수 있다. 조절초점이론에 의하면 향상초점 성향을 지니는 사람은 성

취와 갈망과 같은 것에 대한 욕구를 강력하게 가지며 위험을 더 감수하

더라도 새로운 것도 도전하려는 도전정신이 강해서 1차 구전을 많이 하

는 반면, 예방초점 성향을 지니는 사람은 새로운 변화에 따르는 실수의

가능성을 최소화함으로써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회피하고자 하

며, 이러한 영향으로 의사결정을 할 때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

를 나타내어(Higgins, Shah and Friedman, 1997) 구전신뢰를 중심으로

사회적 위험을 회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 있는 2차 구전을 더

많이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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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구전 정보특성

Elliott(2002)는 정보의 내용에 따라 구전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구전

의 정보특성이 구전 전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정재흠,

2014).

Elliott(2002); Schindler, Bickart(2005); 임종원, 이은영(2007)에 따르면

구전정보의 동의성과 신뢰성은 구전효과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김영

찬, 김혜미, 2007). 구전정보의 특성과 커뮤니티의 특성까지 함께 구전효

과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이은영, 이태민.2005). 조원섭, 조문식(2010)

은 온라인 구전 정보의 동의성과 생생함이 정보의 신뢰성을 통해 구전수

용과 방문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하였다. 장해, 박주식

(2015)은 온라인 구전정보의 동의성, 생생함, 중립성이 온라인 구전 신뢰

성을 통하여 2차 구전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온라인 구전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온라인 구전 정보의

특성에 관하여 다음 <표 2-8>과 같이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표 2-8>에서 정리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온라인 구

전효과에 영향을 주는 정보의 특성 요인 중 2차 구전 의도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인 정보의 동의성, 유용성, 흥미성과 같은 3가지 구전정

보 특성의 역할을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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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온라인 구전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구전 정보 특성

연구자 정보특성

Elliott(2002);

Schindler,

Bickart(2005);

임종원, 이은영(2007);

김영찬, 김혜미(2007)

동의성, 신뢰성

이은영, 이태민(2005)
동의성, 생생함, 커뮤니티의 상호작용,

사용자 통제성

김재휘, 김보영(2004) 방향성(긍정/부정)

최영호(2003),

박혜선(2005)
객관성, 전문성, 방향성

김현주(2004) 과장성, 유용성, 양면성, 순수성,

천덕희, 이현주(2012)

장해, 박주식(2015)
동의성, 생생함, 중립성

김나은, 김민화(2010) 동의성, 생생함, 정확성, 적시성, 유희성

오미현, 김일(2014) 최신성, 유희성

이상범(2016) 동의성, 생생함, 최신성, 유성

이나겸(2015) 생동감, 동의성, 신뢰성

자료: 선행연구 기초로 연구자 정리

1. 유용성

정보의 유용성은 정보 수용자가 지각한 정보적 가치로서 특정한 정보

를 이용하는 것이 본인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형성하

는 것으로 정의한다(Davis, 1989). 이중 지각된 유용성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면서 사용자가 얻을 수 있는 실용적 가치’를 말하며, 후속 연구에

의해 ‘기술이 자신의 성과를 향상시켜줄 것이라고 믿는 정도’라고 정의되

었다(Bhattacherjee and Premkumar, 2004).

온라인 구전에도 기술수용모델을 적용하여 지각된 유용성에 따른 구전

효과를 알아본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다. Jiang and Benbasat(2007), 그리

고 Pavlou et al.,(2007)은 온라인 구전수용의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하

여 기술수용모델을 적용하였다. 김창호와 황의록(1999)은 지각된 유용성

이 구전수용 및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힌 바 있다. 또한 이진

희와 도선재, 황장선(2011)은 온라인 구전정보의 지각된 유용성에 따라

구전 수용과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혔다. 이외에도 지각된 유

용성이 온라인 구전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이 많

이 이루고 있다(Awad and Ragowsky, 2008; 김유경·한현수, 2007; 김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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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황의록, 1997; 천명환, 2005).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온라인 구전에서 소비자가

지각된 구전정보의 유용성은 2차 구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

판단된다.

2. 동의성

동의성은 둘 혹은 다수의 개인들이 제품의 성과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

를 말한다(Chiou and Cheng, 2003). Kelly(1973)의 귀인이론(attribution

theory)에 따르면 사람들이 동일한 실체에 대해 동일한 효과를 경험한다

면 사람들은 그 효과가 진실이라고 확신을 갖게 되며, 이러한 이유로 동

의성(consensus)이 있는 정보는 그렇지 못한 정보보다 커뮤니케이션 효

과가 크고 동의의 강도도 더욱 증대된다고 하였다(Kelly, 1967).

기존 오프라인 및 온라인 구전 관련 연구들에서 구전 정보의 동의성은

구전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특히 온라

인 환경에서는 구전의 양과 범위가 전통적 구전에 비해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에 구전 정보를 판단하는 데 있어 구전 정보의 동의성은 매우 중요

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고 밝히고 있다(이은영, 이태민, 2005).

온라인 구전에 있어 정보의 유용성과 타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는

다른 소비자들에 의한 동의(consensus)의 정도이며(Schindler and

Bickart, 2002), 온라인 구전의 신뢰성을 결정짓는 요소 중 하나는 정보

의 동의성이며 타인의 의견이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Elliott, 2002)

김영찬, 정혜미(2007)는 정보의 동의성을 온라인 구전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구전 정보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분석하

였다. 연구결과, 구전 정보의 동의성이 높을수록 구전 정보의 신뢰성과

효과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해, 박주식(2015)은 온라인 구전

정보의 동의성이 온라인 구전 신뢰성을 통하여 2차 구전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위 연구결과들을 통해서 구전 정보의 동의

성은 SNS 구전 효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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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흥미성

정보 흥미성이란 새로움과 같이 정보수신자의 환기를 각성시키는 하나

의 자극 속성의 정보인데(Raju, 1980; Wilton and Myers, 1986), 정보의

흥미성은 지각된 효용을 높이며, 탐색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구전과

관련하여 흥미롭고 주의를 끄는 특성을 가진 정보는 구전 수신자의 기억

과 판단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Herr, Karde, Kim, 1991). SNS의

정보 흥미성은 이용자가 스스로 새로운 선택이나 시도를 할 때 느끼는

자유나 융통성, 독창성과 같은 경험을 의미한다(이윤우, 노원희, 정연승,

2015).

구전 소비자의 정보처리 과정에서 이성적 정보처리는 문제해결을 중심

으로 신중하고 효율적인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감정적 정보처리의 경우

는 즐거움과 만족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감정적인 형태로 일

어난다고 한다(이학식, 안광호, 하영원, 2002).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존의 정보적 특성의 영향력이 이성적 정보처리

과정인 정보의 유용성에만 집중되었던 것에 반해, 제품 특성에 따라 감

성적 정보처리 과정에 대한 영향력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결과이다.

제4절 구전 발신자 특성

Ohanian(1990)이 정보원천의 특성을 전문성, 신뢰성, 매력성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하는 모델을 제시한 후에는 보통 이러한 차원으로 연구에

서 사용되고 있다.

SNS의 발신자 특성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SNS의 특성으로 교류

빈도, 친밀감, 호혜성, 감정의 강도(HanIn-Sun et al., 2011), 관계

(relationships), 용이성(ease of use)(Lai and Turban, 2009) 등으로 제시

하였다. 또한 정보원특성(발신자 특성)을 전문성, 신뢰성, 유사성(김효진,

2010); 유대관계, 동질성, 전문성(정양식, 2016)으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온라인 구전효과에 영향을 주는 발신자의

특성 요인 중 2차 구전 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전문성,

매력성과 같은 두 가지 구전 발신자 특성의 역할을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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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성

구전 발신자의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전문성에 대한 연구가 대부

분이다. 정보 전달자의 전문성은 정보원이 메시지의 주제 또는 이슈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로 정의되었다(Bimbaum and

Stteven, 1979).

전문성(expertise)은 정보제공자가 제품의 특성이나 성능에 대해 타당

성을 가지고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능력이며(McGuire, 1968), 일반적으로

전문성이 높다고 인식될수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여겨진다

(Ohanian, 1990). 이는 정교화 가능성 모델(Elaboration Likelihood

Model: ELM)의 설명에 일치하는 것이다. 정교화 가능성 모델에서는 정

보 발신자의 특성에 따라 정보 설득효과가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정보 발신자의 공신력이 높을수록 설득 효과도 높을 것이다. 정보 발신

자의 공신력이란 정보 수신자가 인지하는 정보 제공자의 전문성이나 신

뢰성을 의미하는데 기본적으로 정보원이 지니고 있는 전문적 지식과 정

보의 객관성을 기반으로 형성된다(김창호, 황의록, 1997). 따라서 특정 문

제 해결에 있어서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전달하는 정보일수

록 설득효과가 큰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이재신, 김지은, 2009).

전문성은 정보원의 공신력과 관련된 요인으로 구전 커뮤니케이션 연구

에서 주로 연구되어 온 주제이며(Kelman and Hovland, 1953),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구전 발신자의 전문성에 기인한 의견 선도력(opinion

leadership)을 구전 효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King and Summers, 1970).

von Wangenheim and Bayon(2004)은 구전 발신자의 전문성과 구전

정보의 영향력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발신자의 전문성을 높을수록 구

전 정보의 영향력이 더 커진다는 결과를 밝혀냈다. 또한 Bansal and

Voyer(2000)도 발신자의 전문성과 구전효과 사이에 긍정적인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밝혔다. Wilson and Sherrel(1993)의 연구에서는 발신자

의 전문성과 매력성이 높을수록 구전의 효과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원이 반드시 전문인일 필요는 없으며, 전문성을 인지할 수 있는

단서만 있다면 수신자는 메시지의 진실성을 인지하게 되고 결국 신뢰하

게 된다(Freidman and Freidman, 1979). 즉 구전 발신자의 전문성을 판

단하기 어려운 온라인 환경에서도 전문성과 관련된 단서의 제시를 통해

수신자의 속성을 인지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구전 효과를 높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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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김세준, 이세진, 2013; 이재신, 김지은, 2009). 수많은 정보가

실시간으로 수집ᆞ 및 공유가 가능한 SNS의 경우 구전 발신자의 전문성

은 SNS 이용자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지원, 강인원, 정

성운, 2011).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문성을 SNS상의 2차 구전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선정하였다.

2. 매력성

매력이라는 단어는 마음의 호의를 끄는 힘이라고 정의된다. 수신자는

발신자의 신뢰성뿐만 아니라 발신자가 얼마나 매력적인가에 의해서도 영

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발신자의 매력도가 높을수록 소비자의 메시지

수용도 함께 증가한다(홍등용, 2005).

발신자(정보원)의 매력성은 신체적 매력성과 심리적 매력성으로 나뉜

다(Erdogan et al., 2001). 신체적 매력성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끌만한

신체의 아름다움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이러한 매력성은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Dion et al., 1972). 심리적 매력성은 수신자들이

그 발신자에 대하여 얼마나 친근하게 느끼며 얼마나 좋아하고 또는 자신

들과 얼마나 비슷하다고 느끼는지를 말한다(송희재, 2015). 본 연구의 발

신자(정보원)은 SNS 상에서 온라인 구전 정보를 포스트하는 주체를 의

미하므로 소비자가 지각하는 심리적 매력성을 의미한다. 심리적 매력성

의 결정요인은 친밀성, 유사성 및 호감성으로(Ohanian, 1990), 소비자는

정보원이 자신과 비슷하고, 거리감이 없이 친근하다고 느낄 때 호감을

갖게 되며, 이를 통해 매력이 높다고 인지하게 된다(Cha, 1989). 이러한

정보원의 인지된 매력성은 동일시·일체화 과정을 통해 수신자의 메시지

에 대한 구전수용의도를 높인다(Hong, 2005; Sohn, 2013).

제5절 사회관계특성

사람들이 정보를 구전으로 교환하는 대상은 주로 친구, 가족, 동료, 이

웃처럼 사회관계를 맺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다(Frengen, Nakamoto,

1993). 소셜 연결이 SNS의 핵심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적 관계 관

련 변수는 eWOM의 행동이 전달되는 사회관계의 특성에 대한 통찰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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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eWOM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Chu

and Kim, 2011). 즉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SNS상에서 사회관

계특성은 구전 효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수 있다. 유대강도

는 사회관계 및 인적 네트워크 관련 연구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변수 중

하나이다. 사회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SNS상에서 유대강도는 구전효과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유대강도는 구전효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히고 있다(Brown and Reingen, 1987;

Nakamoto, 1993; Wirtz and Chew, 2002; Chu and Kim 2011; 류강석,

박종철, 2004).

사회관계 연구에서 다른 중요한 변수는 동질성이다. 특히 최근 동질성

은 유대강도와 함께 사회관계적 요인으로서 SNS 구전 관련 연구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동질

성을 유대강도와 같이 SNS상의 2차 구전 의도의 영향요인으로 선정하

였다.

1. 유대강도

유대강도란 강한 사회적 유대와 약한 사회적 유대로 구분되며, 구성원

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시간의 길이, 감정의 강도, 친밀감, 상호 호혜적

관계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대인간의 관계이다(Granovetter, 1973).

또한, 유대강도를 구성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교환의 빈도, 양, 그리고

질에 의해 결정되는 인적 네트워크의 강도로 정의한 바도 있다(Marsden

and Campbell, 1984). 즉, 유대강도란 구전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서 네트워크 내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간의 관계 강도로

정의할 수 있다(이세진, 방혜진, 노승화, 2012).

유대강도는 친밀감(intimacy), 교제(association), 가까움(closeness), 지

지(support) 네 가지 차원에 따라 유대강도를 강한 유대(strong tie)와 약

한 유대(weak tie)로 구분될 수 있다(Frenzen and Davis, 1990). 또한 사

회 구성원 간의 관계 성향(orientation)을 기준으로 사회적 관계를 공동

체적 관계(communal relationship)와 교환적 관계(exchange relationship)

로 구분할 수도 있다(Clark, 1984). 공동체적 관계는 강한 유대강도와 유

사하며 의무감, 책임감, 이타적인 감정을 느끼는 관계로서 주로 가족구성

원, 친구, 배우자, 동료 등과 맺고 있는 관계를 지칭한다(Frenzen and

Nakamoto, 1993). 교환적 관계는 약한 유대강도와 유사하고 책임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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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감보다는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보이며 사업상 거래하는 사람들, 안면

이 있는 사람, 낯선 사람 등과 맺고 있는 관계를 일컫는다(Frenzen and

Nakamoto, 1993).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유대강도는 구전효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밝히고 있다(Brown and Reingen, 1987; Nakamoto, 1993; Wirtz

and Chew, 2002; Chu and Kim 2011; 류강석, 박종철, 2004). 강한 사회

적 유대는 미시적 수준에서 정보탐색, 구매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고, 약

한 사회적 유대는 거시적 수준에서 다른 그룹으로의 정보 확산에 영향을

미친다(Brown and Reingen, 1987).

본 연구에서는 유대강도를 SNS 2차 구전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검증하고자 한다.

2. 동질성

  동질성(homophily)은 인종, 성별, 나이 등 인구통계학적으로 서로 비슷

한 사람들끼리 교제하는 경향을 말한다(Lazarsfeld and Merton, 1954;

Brashears, 2008).

동질성을 나이, 교육, 사회적 계급이나 역할, 종교, 직업 등에 있어서

서로 비슷한 속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상호작용하는 경향으로 정의되면서

네트워크를 이루는 근본은 동질성에서부터 출발한다(McPherson,

Smith-Lovin and Cook, 2001).

동질성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유사한 속성을 지닐수록 커뮤니케이

션을 많이 하고 상호 유대를 가지며 지속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있다(Monge and Contractor, 2003). 또한 대인 커뮤니케이션 연

구에서도 동질성이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할 가능성과 효과적인 커뮤니케

이션의 촉진을 증가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 중 하나인 것으로 연구되

었다(Rogers and Bhowmik, 1970).

Brown and Reingen(1987)는 동질성(homophily)이 사회적 유대(social

tie)와 함께 구전 정보 흐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히며,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회적 유대가 강할수록, 동질성이 높을수록 구전이

더 자주 활성화되고, 영향력도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rown and

Reingen, 1987).

사회적 유대관계(social ties)와 구전 커뮤니케이션의 기존 연구 결과들

이 온라인 구전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살펴본 결과 응답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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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동질적인 집단이 제공하는 정보를 더 많이 이용하였고, 소비자의 결

정 과정에서도 더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Steffes and

Burgee, 2008).

이러한 연구 결과는 동질성이 오프라인 구전 효과뿐만 아니라 온라인

구전효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인 것을 나타내며, 새로운 인맥

및 지인과의 인맥 관계를 강화, 유지시키며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

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망을 구축해 주는 온라인 서비스인 SNS상에

서 발신자와 수신자간의 동질성은 SNS를 통한 온라인 구전효과에 영향

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이재현, 2012).

최근, SNS상의 온라인 구전에 관한 연구에서 동질성은 유대강도와 함

께 사회적 관계요인으로 주로 논의되고 있다. SNS상의 구전 행동에 영

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유대강도(tie strength), 신뢰(trust), 규범적 영

향(normative influence), 정보적 영향(informational influence)과 함께 동

질성(homophily)으로 구성한다(Chu and Kim, 2011). 따라서 유대강도와

동질성과 같은 사회관계적 요인이 SNS 구전효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선행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동질성은 유대강도와 함께 사회적 관계요

인으로서 구전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는 동질성을 SNS를 통한 2차 구전 의도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선정하였

다.

제6절 신뢰

1. 신뢰의 개념

신뢰는 사회학, 경제학, 사회심리학, 조직이론 및 마케팅 등 다양한 분

야에서 신뢰연구자의 관점과 연구범위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곡민, 2016). 신뢰는 '신뢰자(trustor)가 피신뢰자(trustee)에 대한 감시와

통제한 역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신뢰자가 신뢰자 자신에게 중요한

특정한 일을 수행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바탕으로 피신뢰자의 행동을 기

꺼이 믿으려는 의지'아다(Mayer et al., 1995). 많은 연구자들이 이러한

신뢰개념을 다차원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가장 많이 인용되는 신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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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는 역량(competence), 호의성(benevolence) 및 성실성(integrity) 등

이 있다(곡민, 2016).

신뢰는 소셜커머스에서 핵심적인 요인이다(Lowry et al., 2008). 온라

인 거래에서는 오프라인 환경과 다르게 구매자가 공급자를 대면하여 볼

수도 없고, 직접 물리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경험해 볼 수도 없는 특

성으로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Sam and Tahir, 2010). 다학문적 성

격으로 인해 신뢰에 관한 연구가 양적으로 늘어났지만, 신뢰의 정의와

개념화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기도 하였다(Bigley and Pearce, 1998;

Colquitt, Scott and Lepine, 2007; Mayer, Daivis and Schoorman, 1995).

지금까지의 신뢰에 관한 논의를 정리해보면 신뢰의 정의 또는 개념화 문

제, 협력, 확신, 예측가능성 등의 문제, 그리고 신뢰와 유사한 개념 간에

혼용의 문제, 신뢰와 신뢰대상의 특성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문제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곡민, 2016). 신뢰는 다면적이고 다양한 수준을

가지고 있는 다차원성으로 구성된 개념이다(Schoorman et al., 2007). 온

라인 구전 커뮤니케이션에서 신뢰의 대상은 정보원뿐만 아니라 정보자

체, 매체도 될 수 있다. 인간과 기계가 만나는 가상공간에서의 커뮤니케

이션에서 설득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정보원, 매체 신뢰가 매우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다(정혜경, 2008). 선행 연구에 따르면, 신뢰성은 메시지

신뢰성(message credibility), 매체 신뢰성(media credibility), 정보원 신

뢰성(source credibility)의 차원으로 설명되고 있다(Flanagin and

Metzger, 2008; Johnson and Kaye, 2002; Melican and Dixon, 2008). 하

지만 온라인 구전 신뢰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신뢰를 유형화하지 않고

하나의 선행변수로 파악하였다. 온라인 환경에서의 신뢰 속성과 관련하

여 신뢰가 다차원을 포함하는 구성개념에도 불구하고 이전 연구에서는

신뢰를 단일의 구성개념으로 간주하고 있다(McKnighe et al., 2000;

Gefen et al.,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뢰 대상에 따라 구전정보

신뢰, 정보원 신뢰 및 플랫폼 신뢰로 나누고 이러한 신뢰의 선행요인 및

2차 구전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2. 구전정보 신뢰

구전정보신뢰에는 내용(content), 적절성(relevance), 정확성(accuracy)

등 구전정보자체 관련요인들이 포함되어 있다.

구전정보 신뢰는 온라인 환경에서 구전정보의 품질, 정확성, 통용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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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이용자가 지각하는 믿음의 정도를 뜻하며, 이용자의 기준에서

구전정보가 지닌 질적 수준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의미한다(Flanagin

and Metzger, 2008).

SNS에서 전달되는 구전정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

지 여부에 따라 소비자들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태도와 구전효과가 상이

할 수 있다(Elliott, 2002).

온라인 구전은 소비자들 간에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직 간접적인

경험 또는 정보를 주고받는 비공식적인 상호작용이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오프라인 구전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나(이문석, 황장선, 2006), 전통적

인 오프라인 구전은 정보제공이 친구, 회사동료, 친척 등에게 제한적으로

전달되지만 온라인 구전은 가상의 공간에 문자로 이루어져 유대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에게 무제한적으로 제공될 수 있고, 특정 정보를 접하

게 된 다른 소비자들이 저장과 편집이 가능하며 정보를 자유롭게 다른

공간에 옮겨 게시할 수 있어서 전달범위가 넓고 영향력이 매우 크다(이

문석, 황장선, 2006). 또한 전통적인 오프라인 구전은 면대면 접촉을 통

해 이루어지는(Knapp and Daly, 2002) 반면에, 온라인 구전은 유대관계

가 전혀 없는 사람들로부터 형성되어 신뢰성이 낮다는 특징을 갖는다(박

찬, 유창조, 2006). 따라서 온라인 구전의 신뢰성은 오프라인 구전과는

다르게 파악되어야 한다(Brown et al., 2007).

선행연구에서 구전효과는 정보 발신자와 수신자 특성, 발신자와 수신

자의 관계 특성, 구전정보 특성 및 매체 특성, 상황요인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온라인 구전의 경우 텍스트, 사진, 동영상, 댓글 등 다양

한 형태로 정보가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구전정보의 질적인 측면이 강

조된다(Elliott, 2002). 이로 인해, 온라인 구전에서는 구전정보 특성이 더

욱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된다.

3. 구전 정보원 신뢰

정보원(Source)과 관련된 변수들은 소비자 설득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Petty and Wegener, 1998). 사회심리학분야에서 이

루어진 설득효과에 관한 기존연구들에서 동일한 정보를 동일한 매체를

통해 전달할지라도 정보의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태도변화의 정도가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졌다(Hovland and Weiss, 1951). 이것은 누가 정보

를 전달하느냐에 따라 정보의 수용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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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 정보 자체가 진실하다고 할지라도 정보를 제공하거나 전달하는 사

람이 신뢰를 얻지 못하면 그 정보의 수용가치가 떨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구전 정보 전달자의 특성이 정보원 신뢰도(source credibility)란 관점

에서 구전 연구의 초기부터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차태훈, 이경아, 2006).

정보원의 신뢰란 정보 발신자에 대한 지각하는 정보원의 전문성과 진실

성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크게 정보제공자의 전문성(Expertise)과 신

뢰가치성(Trustworthiness)으로 구성된다. 신뢰성이 높은 정보원이란 정

보제공자가 전달하는 메시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또한 아무런

편견 없이 기꺼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인식되는 정보의 원천이다

(Ohanian, 1990). 온라인 구전은 가상공간에서의 정보 교환이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의 예측할 수 없는 행동양식과 기회적인 행동으로 인해 높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정보원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중요하며(Lee and

Turban, 2001; Mcknight and Chervany, 2001, 2002), 상대방에게 의존하

거나 조언을 받아들이는 행동 등에 가장 중요한 변인이 된다(McKnight,

Choudhury and Kacmar, 2002).

전통적인 미디어와 다르게 SNS 환경에서는 정보의 개방성과 확산성

으로 인해 정보의 양이 방대해졌지만 동시에 정보의 진위를 판별하기가

어렵다는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Westerman et al., 2012). 정보제

공자의 신뢰는 수신자의 메시지에 대한 수용에 영향을 주는 메시지 전달

자의 긍정적 특성을 의미한다(Ohanian, 1990).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에

서 제공자의 신뢰성은 수용자가 정보원에 대하여 느끼는 이미지 또는 태

도이며, 어떤 정보원의 신뢰성이 높다고 하는 것은 그 정보원 자체의 속

성으로서 내제하는 것보다 수용자들이 해당 정보원을 보고 어떻게 판단

하느냐의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한다(Pornpitakpan, 2004). 이러한 이유로

일부 연구에서는 신뢰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초기

신뢰성을 나타내는 전문성과 진실성, 호의성 등 인지 신뢰요인을 가지고

측정하기도 하였다( Mayer and Davis, 1995; Gefen, 2000).

  정보원이 높은 신뢰를 가질 때 사람들은 그 정보를 덜 의심하기 때문

이다(Sparkman and Locander, 1980). 정보제공자가 전문성, 신뢰가치성

을 갖고 있다고 지각하게 되는 경우가 가장 큰 의견의 변화를 불러일으

키며 설득에 영향을 받는다(McGinnies and Ward, 1980).

일반적으로 메시지 내용을 전달하는 정보원의 신뢰성이 높으면 높을수

록, 소비자들이 그 메시지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Choi and Rifon,

2002; Hass, 1981; Hong, 2005), 수용된 메시지는 내면화라는 심리적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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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통해 소비자의 태도를 변화시킨다(Hovland et al., 1953;

Pornpitakpan, 2004). 온라인 정보원에 대한 높은 신뢰는 온라인 구전 수

용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Park, 2009), 정보 수신자는 SNS

상에서 높은 검색과 공유의도도 가지게 된다(Chu and Kim, 2011).

4. 플랫폼 신뢰

  기존의 매체신뢰성에 대한 연구들이 인터넷의 등장 전에 이루어진 것

이기 때문에 1990년대 이후 인터넷이 새로운 정보원으로 성장함에 따라

매체의 신뢰성이 새롭게 주목받게 되었다(Johnson and Kaye, 1998; Kim

and Johnson, 2009). 인터넷이 제공하는 웹기반 정보의 특성으로 인한

새로운 정보환경이 정보의 신뢰성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생겼으며,

따라서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전통적인 매체에 비교해 새로운 매체로서의

온라인 신뢰성을 어떻게 지각하는지 이해하려고 했다(Flanagina and

Metzger, 2000; Kiousis, 2001).

플랫폼 신뢰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장소, 즉 기업이 SNS를 활

용하여 이용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며, 페이스북이나 트위

터 등의 SNS를 활용하는 기업이나 개인의 웹페이지가 얼마나 믿을 만

한지(believability)를 의미한다(Bucy, 2003). SNS는 특유의 개방성과 확

장성으로 정보가 급속히 확산되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 여겨지고 있

다(Kim and Ko, 2012). 더욱이 최근의 스마트폰 사용 증가로 SNS는 인

터넷 서비스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바일용 어플리케이션으로 개발되면서

공간 및 시간적 한계를 뛰어넘어선 더욱 막강한 소통의 매체로 발전하게

되었다(김병수, 2012). Knight, Choudhury and Kacmar(2002)도 전자상

거래에서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강조하면서 신뢰가 소비자의

구매행동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Pavlou(2003)는 전자상거래 시장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위험 지

각이나 이용용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으로 플랫폼에 대한 신뢰

를 강조하였으며, 이는 소비자의 구매의도와 실제 구매행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았다(곡민,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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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뢰전이

최근 오프라인-온라인 연계사업과 온라인-온라인 연계사업이 확대됨

에 따라 신뢰전이 현상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곡민,

2016). 이미 잘 알려진 대상에서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대상물로 신뢰

의 전이가 가능하다(Uzzi, 1996).

전이란 새로운 대상을 접하게 될 경우 본인이 인지하고 있던 기존의

지각들이 활성화되어 새로운 대상에 적용이 되는 사회 인지 연구 분야에

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그 외에도 심리학이나 마케팅 분야에서도 신

뢰의 대상 및 전이에 있어 다양한 해석과 실증연구들이 있다(Anderson

and Glassman, 1996; Anderson, Glassman, Chen and Cole, 1995; Smith

and Zarate, 1990; 최지희, 2008).

Stewart(2003)는 신뢰전이(Trust Transfer)의 개념에 대하여 특정개체

(entity)가 전이될 신뢰의 출처와 연관되어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특정

개체에 의존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특히 소비자가 신뢰 상호작

용의 특정대안을 선택하려고 할 때 거래위험을 줄이기 위해 복잡한 구매

환경에서 과거의 단서를 이용하고 이 단서가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요소로 신뢰전이를 정의하였다(곡민, 2016).

온라인 커뮤니티의 신뢰는 같은 웹사이트의 포럼활동으로의 신뢰로 전

이될 수 있다(문병석 외, 2007). 택배서비스(대리인)에 대한 신뢰가 높을

수록 그 대리인의 행동을 결정하고 통제하는 전자상점(주인)에 대한 신

뢰가 높아진다(박상철, 김웅진,2007). 또한 판매원에 대한 신뢰는 판매회

사에 대한 인지된 신뢰와 정의 관계가 있다(Wood, Boles and Babin,

2008).

신뢰전이에 대한 각 분야에서의 다양하고 구제적인 실증 연구가 부족

하다(김향미 외, 2009). 특히 SNS분야에서의 신뢰전이에 대한 연구는 매

우 미흡하다(곡민, 2016). Stewart(1999)는 특정대상에 대한 신뢰가 불특

정대상에 대한 신뢰로 이전(transfer)이 됨을 실증적으로 밝힌 바 있다.

또한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 대한 신뢰는 판매자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판매자의 신뢰는 입찰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박상철, 이민

상, 2013). 온라인 쇼핑몰의 신뢰가 제품으로 전이되는 과정은 신뢰가 높

게 형성된 대상에서 다른 대상으로 이동하는 현상이다(Lee and Lee,

2005, 2006).

본 연구에서는 SNS상의 2차구전에 있는 정보원 신뢰, 플랫폼 신뢰 및

정보 신뢰 간의 전이의 역할을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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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플로우(FLOW)

1. 플로우 이론

  문화인류학의 의례연구에서 처음 사용된 플로우는 미국의 사회심리학

자 Csikszentmihalyi에 의해 재정립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박

철, 2008).

이건창, 정남호(2000)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플로우를 매개로한 구매의

도를 실험에서 기존 인터넷 쇼핑몰보다 구매의도를 2배 정도 증진시킨다

고 하였다. 김명소(1999)는 Novak, Hoffman과 Yung(2000)이 제시한 다

각화된 플로우 모형의 선행 변인들과 결과 변인들 간의 전반적 부합도

지수들의 타당성을 검증하여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 간의 플로우 경험 요

인들을 검증하는 결과를 얻었으며, 궁극적으로 전자상거래 이용의도에

플로우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결과를 확장하여 도출했다(김명

소, 1999). 최근에는 플로우의 측정과 개념적 모델을 실증적으로 검증하

는 연구들이 등장하면서, 플로우 관련 연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Novak, Hoffman, and Yung, 2000; 황용석, 1998).

2. 플로우의 개념 및 정의

플로우라는 개념에 대한 통찰은 1969년 Csikszentmihalyi가 성인의 놀

이(play)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하면서 시작되었으며, 1975년에 논문

과 책을 통해 소개되었다(Csikszentmihalyi and Csikszentmihalyi, 1988).

플로우 경험이란 체스, 암벽등반, 무용, 야구를 하면서 플로우를 경험하

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몰두하고 열중하여

자신이 하는 일과 자신을 분리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Csikszentmihalyi,

1969). 원래 ‘자기목적적 경험’이라는 용어를 좀 더 단순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플로우’라는 용어로 정립하게 된 것으로(Csikszentmihalyi, 2000),

자기목적적이란 사람들이 외부의 다른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보다 일

자체를 좋아하고 일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믿으며 그 일을 하는 것 자체

가 목적이 되는 것을 뜻한다(Csikszentmihalyi, 1997/2010). 즉,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얻게 되는 외적 보상이 아닌 플로우 자체를 추구함으로

써 내적 보상 과정을 발견하는 것이다(Csikszentmihalyi, 2000/2003).



- 38 -

플로우는 온라인 환경에서 소비자행동과 온라인 고객 경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Hoffman and Novak, 1996; Novak et al., 2000; Bilgihan,

Okumus et al., 2014). 플로우 연구의 대표적인 연구자는 Ghani, Supnick

and Rooney(1991), Trevino and Webster(1992), Webster and

Martocchio(1992) 그리고 Novak and Hoffman(1996, 1997, 2000)을 들

수 있다.

Hoffman and Novak(1996)은 컴퓨터 매개 환경에서 일어나는 플로우

경험을 선행변수와 결과변수가 존재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 설명하였고, 그들이 제시한 모형은 마케팅 학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하

였다(박철, 2008). 컴퓨터 매개 환경에서의 플로우 경험은 웹 검색을 하

는 동안 일어날 수 있는 상태로, 기계적 상호작용 속에서 지속적인 반응

이 일어나고 내재적 즐거움이 있으며 자의식 상실 및 자기 강화가 발생

하는 현상이라고 정의하였다(Hoffman and Novak, 1996).

온라인 환경에서는 웹페이지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의지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서 플로우는 증대될 수 있다(박철, 2008). 온라인 환경에

서 커뮤니케이션, 상호작용, 정보 검색 등의 활동이 이루어 질 때 플로우

를 경험하게 되며 특히 정보를 검색하는 상황에서 플로우를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en et al., 1999).

플로우는 포괄적이고 다차원적인 속성을 지닌 복합적인 개념으로, 많

은 학자들은 플로우의 상태나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플로우를 정의 내리

고 있다(박철, 2008).

플로우 개념을 웹에 적용시킨 Novak과 Hoffman은 플로우를 “네트워

크 네비게이션하는 동안 일어나는 상태로 정의 내리면서, 동시에 1) 기

계적 상호작용에 의해 촉진되는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반응의 연속(a

seamless sequence of responses facilitated by machine interactivity) 2)

본능적으로 즐거움을 경험하고(intrinsically enjoyable) 3) 자기의식의 상

실을 동반(accompanied by a loss of self consciousness) 4) 자기강화를

특징으로 한다고 정의 내린다(황용석, 1998). 플로우는 인터넷 항해의 동

기이자, 시간가는 줄 모르고 탐닉하는 상태이며, 향후 재방문의 원인인

것이다(이시훈, 2010).

플로우(flow)에 대한 지난 20년간의 지속적인 연구(Csikszentmihalyi,

1990; Ghani, Supnick, and Rooney 1991; Trevino and Webster, 1992;

Webster and Martocchio, 1992; Novak and Hoffman, 1996, 1997, 2000)

에도 불구하고 플로우에 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연구 및 수량적 모델

화 노력이 부족했던 이유는 플로우를 정확하게 개념화하는 것이 어렵기



- 39 -

때문이었다(Novak, Hoffman, and Yung, 2000). 플로우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정의를 강조된 초점에 따라 <표 2-9>과 <표 2-10>에서 따로

정리해보았다.

<표 2-9> 몰입상태를 강조한 플로우의 정의

연구자 정의

Csikszentmihalyi

(1975)

사람들이 총체적으로 관여되어 행동할 때 느끼는 푹 빠진

감정( the holistic sensation) 사람들이 완전히 몰입된 상

태에서 행동할 때 느끼는 정신적 신체적 흥분

Privette,

Brundrick

(1987)

내재적으로 즐거운 경험으로 정의되는 플로우는 최상의

경험이나 최고의 수행과 비슷하며 최상의 경험을 한 가치

에 관한 즐거움과 최고의 수행을 했을 때의 행동으로 나

타남

Novak,

Hoffman

(1996)

네트워크 항해 중에 발생하는 상태로 ①기계적 상호작용

에 의해 촉진되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반응, ②본질적으

로 재미있고, ③자기의식을 상실하고, ④ 자기강화

(selfreinforcing)을 수반함

Csikszentmihalyi

(1997/2010)

일에 완전히 몰두하며 자의식이 사라지게 되고 자신감은

커지게 되는 상태이다. 일 자체를 좋아하며, 일 자체에 의

미가 있다고 믿고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된다.

Bilgihan,

Okumus et al.

(2014)

어떠한 행동에 완전히 몰두되어 있는 상태로, 하고 있는

행동 이외에는 어떠한 생각도 나지 않고 주의가 집중되며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이다.

김명소

(1999)

행동 그 자체가 즐겁고, 외재적 보상이 없더라도 행동이

지속되며, 행동에 몰두하다보면 시/공간을 의식하지 않게

되고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과 같이 느끼게 되

는 상태이다.

이명수 외

(2001)

쾌락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있으며 어떠한 상황에 완전히

몰입된 무아상태이다.

박철

(2008)

특정 행동 그 자체에 대해 흥미를 느낌으로써 외부적 보

상이 없더라도 지속되는 행동을 통한 통전적 경험. 시공간

의 개념을 의식하지 않고 활동 자체에 몰두하다보면 마침

내 그 활동에 자신이 일체화되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듯한 느낌

신종국, 박지연

(2011)

어떠한 활동을 할 때 시간가는 줄 모르고 빠져드는 상태

이다.

황희정(2014) 어떠한 활동에 푹 빠져있는 상태이다.

김주연(2016) 행동 자체가 목적이 되는 상태

장훈(2018)
난이도와 기술의 균형이 갖춰진 과제를 수행할 때 온 정

신이 집중되어 자연스러운 행동이 나오응 과정

자료: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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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도전과 기술을 강조한 플로우의 정의

연구자 정의

Csikszentmihal

yi

(1988)

플로우 경험은 활동이나 과제의 도전적 수준과 개인의 기술

과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이고 이 두 가지가 서로 균형을

이룰 때 나타남

Mannell,

Zuzanek,

Larson

(1988)

주당 평균수준보다 높은 도전과 기술의 균형 정도

LeFerve(1988)
도전과 기술이 높을 때 사람들은 기쁨의 순간뿐만 아니라

새로운 능력을 신장시키는데, 이러한 최상의 경험이 플로우

Csikszentmihal

yi

(1990)

행위에 대한 완전한 집중과 기쁨, 주어진 상황에서 지각된

도전과 개인이 지닌 기술과 균형 상태

Clarke,

Haworth

(1994)

도전이 이용자의 기술과 결합되는 상황에서 행위에 수반되

는 주관적 경험으로, 재미와 완전한 만족

Ellis,

Voelkl,

Morris

(1994)

주어진 상황에서 도전과 기술에 대한 이용자들의 지각으로

부터 오는 최상의 경험

Ghani,

Deshopande

(1994)

어떤 행위에 대한 완전한 집중과 그 행위로부터 오는 기쁨

으로 도전과 기술의 합치 및 환경에 대한 통제감이 플로우

의 경험에 영향.

자료: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정리.

3. 플로우의 구성개념

선행 연구에서 플로우에 대한 정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플로우의 심리적 상태를 기술하는 것이며, 둘째는 이러한 심리적

상태를 유발하는 선행변수와 결과변수를 기술하는 정의들이다(황용석,

1998). 또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거나 합일감을 느끼게 되는 경지에

이르고 외적보상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는다(Csikszentmihalyi, 1990). 이

러한 플로우 경험에 대한 개념은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플로우

의 선행요인, 플로우 상태와 관련된 요인, 플로우 경험 이후의 상태 등으

로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허명숙, 천면중, 2007).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나타난 플로우의 구성개념은 기술(skill), 도전

(challenge), 각성(arousal), 통제(control), 탐색적 행동(explor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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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havior), 주의집중(focused attention), 상호작용(interactivity), 관여도

(involvement), 최적자극수준(OSL: optimal stimulus level), 즐거움

(playfulness), 긍정적 감정(positive effect), 텔레프레젠스(telepresence),

시간왜곡 등의 13가지이다(정수진, 2012). 플로우의 구성개념은 <표

2-11>에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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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플로우 구성개념변수

연구자

1차적

선행변인

2차적선

행변인
결과변인

기

술

도

전

상

호

작

용

관

여

도

텔

레

프

레

젠

스

주

의

집

중

탐

색

적

행

동

각

성

최

적

자

극

수

준

즐

거

움

긍

정

적

감

성

통

제

시

간

왜

곡

Csikszentmihalyi

(1997)
○ ○ ○ ○

Mannell, Zuzane,

Larson(1988)
○ ○ ○ ○ ○ ○

Csikszentmihalyi

(1990)
○ ○ ○ ○

Ghani, Supnick,

Rooney(1991)
○ ○ ○ ○ ○ ○

Trevino, Webster

(1992)
○ ○ ○ ○

Webster, Trevino,

Ryan(1993)
○ ○ ○

Clarke Haworth

(1994)
○ ○

Ghani, Deshopend

(1994)
○ ○ ○ ○ ○

Novak, Hoffman

(1996)
○ ○ ○ ○ ○ ○ ○

Novak, Hoffman,

Yung(2000)
○ ○ ○ ○ ○ ○ ○ ○ ○ ○ ○ ○ ○

황용석(1998) ○ ○ ○ ○ ○ ○ ○ ○ ○ ○ ○

Koufaris(2002) ○ ○ ○

Huang(2003) ○ ○ ○

Siekpe(2005) ○ ○ ○

Wu, Chang(2005) ○ ○

Li, Browne(2006) ○ ○ ○

Hausman, Siekpe

(2009)
○ ○ ○ ○

강재원,

조창환(2006)
○ ○ ○ ○

김정이(2013) ○ ○ ○

허지현(2013) ○ ○ ○ ○

자료: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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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플로우의 개념적 모형

플로우에 관련된 모델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박한식, 김남

조, 2008). 첫째는 플로우를 개인의 도전감과 숙련도를 비교함으로써 플

로우 채널을 세분화하는 것이고(Csikszentmihalyi and Csikszentmihalyi,

1988; Massimini and Carli, 1988), 둘째는 플로우의 선행변수와 결과변

수를 파악하여 플로우를 중심으로 경로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Hoffman

and Novak, 1996; Novak et al., 1998; 2000).

4.1 채널 세분화 모형

플로우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플로우는 크게 도전감과 숙

련도 두 가지 선행요인에 의해 설명된다. 플로우는 주어진 상황에서의

도전감과 능력이 균형을 이룰 때 나타난다.

이러한 플로우를 <그림 2-4>과 같이 3채널 모형로 살펴보면, 도전감

이 능력에 비해 높을 때 근심이 나타나지만 도전감이 지나치게 높을 때

는 불안을 경험하고, 도전감보다 능력이 더 뛰어날 때는 권태가 생겨나

지만 도전감보다 능력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면 불안을 경험하면서 권태

는 사라진다(정수정, 2012). 플로우 상태는 도전감과 능력이 균형을 이룰

때 나타나지만 플로우 상태가 전적으로 도전감과 능력의 객관적인 특성

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한계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Csikszentmihalyi, 2000/2003).

3채널 모델이 특정한 한 가지 활동에 대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타

나는 플로우 경험을 설명하였다면, <그림 2-5>의 4채널 모형은 여러 가

지 활동에 대하여 나타날 수 있는 플로우 경험을 현실적으로 다루고 있

다(정수정, 2012). 즉, 한 사람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데 있어 높은 도

전감과 능력의 상태일 수도 있으며, 낮은 도전감과 낮은 능력의 상태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높은 도전감과 높은 능력의 상태일 때에만 플

로우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Csikszentmihalyi and Csikszentmihalyi,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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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sikszentmihalyi, M. (2003). 몰입의 기술 (이삼출 역). 서울: 더불어책. (원서출

판 2000), p. 111.

<그림 2-4> 3채널 플로우 모형

자료: Csikszentmihalyi, M. (1990). Flow : The Psychology of Optimal Experience.

New York: Harper and Row, p. 261.

<그림 2-5> 4채널 플로우 모형

 플로우는 Csikszentmihalyi가 체스마스터, 암벽등반가, 의사와 같이 특

별한 일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하면서 처음 등장한 개념이다. 그

러나 이러한 특정 그룹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보다 일상적인 상

황에서 도전감과 능력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의 플로우를 연구하고 타당

성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플로우를 8채널로 설명하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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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sikszentmihalyi, M. (1990). Flow : The Psychology of Optimal Experience.

New York: Harper and Row, p. 270.

<그림 2-6> 8채널 플로우 모형

델이 등장하였다(정수정, 2012). <그림 2-6>의 플로우 8채널 모형은 지

각된 도전감과 능력의 다양한 조합에 의해 각성, 통제, 편안함, 걱정이

추가되었다(Massimini and Carli, 1988).

4.2 경로관계 모형

Hoffman and Novak(1996)은 컴퓨터 매개 환경에서 플로우 경험을 웹

검색하는 동안 일어날 수 있는 상태라고 하였으며, 플로우는 쉽게 계량

화할 수 없는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선행변수와 결과변수에 대

한 모델을 <그림 2-7>과 같이 제시하였다(Hoffman and Novak, 1996).

플로우의 선행변수로 능력, 도전감, 컴퓨터 매개 환경의 상호작용성 및

콘텐츠의 생생함, 관여도에 의한 주의 집중, 원격실재감을 제시하였고,

개인의 자기목적적 성격과 최적 자극수준에 따라 플로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Hoffman and Novak, 1996). 결과변수로는 학습, 지각

된 통제감, 탐색적 행동, 긍정적인 감정, 시간의 왜곡으로 나타나며 컴퓨

터 매개 환경에서 플로우 경험은 더욱 촉진된다고 하였다(Hoffman and

Novak, 1996).　박철(2008)의 연구에서도 온라인 플로우 관련 연구들의

유형 분류의 틀을 정리하면서 <그림 2-8>과 같이 온라인 플로우의 경

로관계모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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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offman, D., and Novak, T. (1996). Marketing in hypermedia

computer-mediated environments: Conceptual foundations. Journal of Marketing,

60(3), p. 59.

<그림 2-7> 플로우의 경로관계 모형

자료: 박철(2008), 온라인 소비자행동에서 플로우(Flow)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소

비자학연구, 19(2), p71

<그림 2-8> 온라인 플로우 관련 연구들의 유형 분류의 틀

Novak et al.(2000)은 기존의 플로우 구성 요소들을 개념화하고 사

람들의 웹 사용 경험에 관한 새로운 개념을 소개하기 위해 Hoffman

and Novak(1996)의 모형을 기초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경로관계를 검

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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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플로우에 관한 선행연구

컴퓨터 매개 환경에서 일어나는 플로우 경험을 경로관계로 설명하게

되면서 마케팅학계에 주목을 받았고, 많은 후속 연구들이 국내외에 발표

되었다(박철, 2008). 2000년대 초반의 플로우 경험 연구는 웹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Huang, 2003; Pace, 2004; Skadberg and Kimmel,

2004; Siekpe, 2005; Huang, 2006; Sanchez-Franco, 2006)가 주를 이루었

으며, 온라인 쇼핑에서의 플로우 형성 연구(Koufaris, 2002; Korzaan,

2003; Jiang and Benbasat, 2004; Hausman and Siekpe ,2009; Hsu, Wu,

and Chen, 2013; Mahnke et al., 2015; 김도일, 이승희, 박종희, 2003; 김

종호, 신용섭, 2004; 강재원, 조창환, 2006; 이승인, 박윤서, 2013)는 지금

까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소셜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SNS 사

용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Shin and Kim, 2008; Zhou et al., 2010;

Hwang, Choi, Twak, and Lee, 2012; Kwak et al., 2014)와 온라인 게임

에서의 플로우 경험 연구(Lee and Tsai, 2010; Renard, 2013)가 활발하

게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포함한 모바일 기기 사용에

대한 플로우 연구(박성계, 이동건, 이상준, 2011; 김정이, 2013; 김영채,

정승렬, 2013)도 이루어지고 있다.

Sanchez-Franco(2006)는 웹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플로우는

웹 사용에 대한 태도와 사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태도는 사

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Sanchez-Franco,

2006). 황희정(2014)은 여가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여가 참여자를 대상

으로 플로우와 몰입, 심리적 행복감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황희정, 2014).

플로우 연구는 관광분야에서 비교적 많이 이루어져 왔다. 박상현

(2003b)은 관광지 웹사이트에 대한 플로우 경험의 선행변수와 결과변수

를 도출하기 위하여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박상현, 2003b).

Bilgihan, Okumus et al.(2014)은 온라인 호텔 예약을 한 여행객을 대

상으로 플로우 경험을 측정하였다(Bilgihan, Okumus et al, 2014). 외식

관련 분야에서 레스토랑 앱의 정보 품질과 시스템 품질, 사회적 실재감

은 플로우에 영향을 미치고, 플로우는 구매의도와 e-충성도에 영향을 미

친다(조동석, 이해영, 2014; 2015).

아래 <표 2-12>와 <표 2-13>은 국내외의 선행연구에서 채택한 플로

우 선행변수들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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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매개환경에서 플로우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지식을 획

득할 수 있고, 지각된 통제감이 높아지면서 더 많은 탐색적 행동을 하게

되고 긍정적인 감정이 생겨날 수 있다(Hoffman and Novak, 1996).

Hoffman and Novak(1996)의 개념적인 플로우 모델에서의 태도는 행동

에 대하여 개인이 갖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평가나 감정을 의미하며

(Ajzen, 1991; Attia, Aziz, and Friedman, 2012), 행동의도는 미래의 행

동을 계획하고 수정하려는 개인의 주관적인 의지나 신념이다(이정실, 박

명주, 2005). 탐색적 행동은 인터넷을 검색하고, 호기심으로 새로운 링크

를 클릭하며, 다양한 경험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Korzaan,

2003).

<표 2-12> 국외 선행연구에서 채택한 플로우 관련 선행변수

연

구

자

개인 특성 변수 웹사이트 특성 변수

환

경

특

성

변

수

통

제

감

주

의

집

중

즐

거

움

개

인

의

혁

신

성

각

성

관

여

도

시

간

왜

곡

도

전

감

숙

련

도

상

호

저

용

성

생

생

함

원

격

실

재

감

신

기

성

용

이

성

정

보

품

질

시

스

템

품

질

서

비

스

품

질

신

뢰

도

매

력

성

검

색

기

법

① ○ ○

② ○ ○ ○ ○ ○ ○ ○

③ ○ ○

④ ○ ○ ○ ○ ○ ○ ○ ○

⑤ ○ ○ ○ ○

⑥ ○ ○

⑦ ○

⑧ ○ ○ ○ ○

⑨ ○ ○

⑩ ○ ○ ○

⑪ ○ ○ ○

⑫ ○ ○
자료: 선행연구 바탕으로 연구자 정리.
①Ghani and Deshpande(1994) ②Hoffman and Novak(1996)
③Agarwal and Karahanna(2000) ④Novak et al.(2000) ⑤Koufaris(2002)
⑥Huang(2003) ⑦Hsu and Lu(2004) ⑧Skadberg and Kimmel(2004)
⑨Wu and Chang(2005) ⑩Zhou et al.(2010)
⑪Zhou(2013) ⑫Gao et al.(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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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국내 선행연구에서 채택한 플로우 관련 선행변수

연

구

자

개인 특성 변수 웹사이트 특성 변수

통

제

감

주

의

집

중

각

성

경

험

주

관

적

규

범

관

여

도

최

적

자

극

수

준

도

전

감

숙

련

도

상

호

작

용

성

생

생

함

원

격

실

재

감

정

보

품

질

시

스

템

품

질

가

시

성

이

미

지

① ○ ○ ○ ○

② ○ ○

③ ○

④ ○ ○

⑤ ○

⑥ ○ ○ ○

⑦ ○

⑧ ○ ○

⑨ ○ ○ ○ ○

⑩ ○ ○ ○ ○

⑪ ○ ○

⑫ ○ ○ ○ ○

⑬ ○ ○

자료: 선행연구 바탕으로 연구자 정리.
①김명소(1999) ②한상린, 박천교(2000) ③김소영, 주영혁(2001) ④이명수 외(2001)
⑤김도일 외(2003) ⑥두정완(2003) ⑦박종원 외(2003) ⑧장정무 외(2004)
⑨박성계 외(2011) ⑩권귀영, 이동건(2013) ⑪김영채, 정승렬(2013) ⑫김정이(2013)
⑬조동석, 이해영(2014)

플로우 경험은 온라인 구매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Korzaan,

2003; 김명소, 1999; 김도일 외, 2003; 강재원, 조창환, 2006), 인터넷 사용

과 웹 사이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kadberg and Kimmel, 2004; 두정완, 2003). 행동의도는 재방문의도

(Siekpe, 2005; Koufaris, 2012), 구매의도(Siekpe, 2005; 이명수 외, 2001;

박종원 외, 2003; 조동석, 이해영, 2014), 이용의도 및 사용의도(Agarwal

and Karahanna, 2000; Sanchez-Franco, 2006; 장정무 외, 2004; 박성계

외, 2011; 권귀영, 이동건, 2013) 등으로 측정되었으며, 플로우 경험은 컴

퓨터 작업환경과 인터넷 환경에서 탐색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Gh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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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국내 선행연구에서 채택한 플로우 관련 결과변수

연구자

개인 영향 변수 웹사이트 영향 변수

탐색적

행동

행동

의도
관여도

지각된

유용성

탐색적

행동
충성도

긍정적

인태도

이용

기대

① ○ ○ ○

② ○

③ ○

④ ○

⑤ ○

⑥ ○ ○

⑦ ○

⑧ ○ ○

⑨ ○

⑩ ○ ○

⑪ ○ ○
자료: 선행연구 바탕으로 연구자 정리.
①김명소(1999) ②한상린, 박천교(2000) ③김소영, 주영혁 (2001) ④이명수 외(2001)
⑤김도일 외(2003) ⑥두정완(2003) ⑦박종원 외(2003) ⑧장정무 외(2004)
⑨강재원, 조창환(2006) ⑩박성계 외(2011) ⑪권귀영, 이동건(2013)

and Deshpande, 1994; 김명소, 1999), 인터넷 구매환경에서의 탐색적 행

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Korzaan, 2003). 아래

<표 2-14>와 <표 2-15>은 국내외의 선행연구에서 채택한 플로우 결과

변수들을 정리한 것이다.

<표 2-14> 국외 선행연구에서 채택한 플로우 관련 결과변수

연구자

개인 영향 변수 웹사이트 영향 변수

탐색적

행동
학습

지각된

통제감

행동

의도

지각된

용이성

지각된

유용성

긍정적

인태도
충성도

① ○

② ○ ○ ○ ○

③ ○ ○ ○

④ ○

⑤ ○

⑥ ○ ○

⑦ ○ ○

⑧ ○

⑨ ○ ○ ○

⑩ ○

⑪ ○

⑫ ○
자료: 선행연구 바탕으로 연구자 정리.
①Ghani and Deshpande(1994) ②Hoffman and Novak(1996)
③Agarwal and Karahanna(2000) ④Novak et al.(2000) ⑤Koufaris(2002)
⑥Huang(2003) ⑦Korzaan(2003) ⑧Hsu and Lu(2004) ⑨Skadberg and Kimmel(2004)
⑩Siekpe(2005) ⑪ Wu and Chang(2005) ⑫Zhou et al.(2010)



- 51 -

제8절 2차 발신자 특성

1. 과시성향

과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사회적 형식 중 하나이다.

따라서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과시행위의 전제에는 타인을 내재화

하고 있는 사회적 형식을 따르게 된다(이홍균, 2006)

어떤 상품을 획득하고 사용해서 과시하는 주된 이유가 자신의 지위나

부를 알리는 것일 때 이를 ‘과시적 행위’ 또는 ‘과시적 소비’라고 할 수

있다(Mason, 1981). Millder(2010)는 과시적 낭비에 대해 “자원을 눈에

띄게 많이 지출하는 것인데, 이것은 아무런 물질적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고 단지 소비자가 그런 자원을 낭비할 능력과 의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라고 정의 하였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한 네트워크 혁명이 가속화되면서 온라인 공간에

서도 과시가 일반화되고 있으며 나아가 온라인이라는 공간은 개인의 과

시 욕구를 가장 쉽게 표출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있다고 말하며, 온라

인 공간은 체면의 적극적인 활용 장소로 이용되는 상징적 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체면을 위한 공간적 의미를 넘어서 사실과 다

르게 보이려는 과시적 행위 장소의 상징적 대체물로 쓰이고 있다(박창

호, 2012).

과시는 일차적으로 소비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인터넷에서의 과시는

‘소비와 연관되는 과시’와 함께 ‘지식공유와 연관되는 과시’의 형태가 등

장하고 있다고 말하며, 인터넷에서의 과시는 과시적 낭비와 달리 소비가

탈물질화의 형태를 보인다(박창호, 2012). 또한 인터넷에서 보이는 과시

는 소비를 통하여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과시적 소비와 달리 소비

행위를 소비사회에 적응하는 지표로서 설명하는 과시이며 여기에는 자신

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과시행위가 일어나고 적응도가 우월하다는

지표로서 자신을 드러낸다(박창호, 2012).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SNS가 보편화 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온라인 공간이 익명성이 유지되는 공간이 아닌 자신이 작성한 프로

파일을 중심으로 타인과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연결망으로 구축

되고 있다(박창호, 2012). SNS에서는 자신 과시하기 위한 사진을 올리고

자신만이 아는 정보를 공유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등의 글을 올

리는 형태로 과시행위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모두 자아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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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관련이 있으며, 자기 자극적 행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과시의 모

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김종현, 2014).

온라인 공간에서의 정보공유 행위는 내가 올린 정보를 공유한 사람에

게 어떤 물질적인 보상을 받지는 못하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과

시하고 싶은 욕구로 인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박창호, 2012). 이는 이

러한 정보공유 행위를 통해 사회적인 적응에서 자신이 앞서나가고 있다

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며, 그러한 정보공유 속에서 자신의 글들

에 댓글이나 공감 등의 반응하는 결과가 보여졌을 때 즐거움을 가지게

되면서 자기만족적 형태의 과시로 이어지는 것이다(박창호, 2012).

2. 기회주의성향

기회주의란 완전하지 않은 정보나 왜곡된 정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함으

로써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헷갈리게 만들거나, 최종결정

을 애매하게 만들어 혼란을 일으켜 호도를 유도하는 것과 관련 있다

(Williamson, 1985). 기회주의는 기만을 가지고 이익을 추구하려는 인간

성향으로 정의할 수 있다(Williamson 1975). 기회주의는 경제학, 경영학,

마케팅 그리고 사회학에서 연구되고 있으며, 기회주의의 본질에 대한 연

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Ghoshal andMoran, 1996; Wathne and

Heide, 2000).

기회주의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Das(1998)는 기

회주의 행동을 상대를 속이는 것,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 정보를 왜

곡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기회주의는 독점 기술을 빼앗

는 것, 정보를 왜곡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정의된다(Deeds,

1998). 또한, 기회주의는 거래 상대방을 희생시킨 거래 당사자의 자기이

익 추구활동으로, 구체적으로는 정보왜곡, 품질저하, 의무이행의 실패와

같이 명시적 계약이나 사회적 계약을 위반하는 적극적이고 수동적인 시

도를 포함하는 폭넓은 행동을 통칭한다(Wathne and Heide, 2000).

기회주의는 부정직, 불이행, 책임회피 등 세 가지의 형태로 나누어 설

명되기도 한다(Griesinger, 1990). 첫 번째는 ‘부정직’이다. 이는 성과에

있어 중요한 정보를 한쪽 당사자만이 가질 수 있을 경우 생기는 것으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잘못 나타냄으로써 거래의 형평에 영향을 미치

게 되고, 결국 거래비용을 발생시킨다. 두 번째는 ‘불이행’이다. 이는 협

약이나 관계가 어느 일방에 유리하다고 생각하여 상대방에 대한 보상이

나 대안의 제시 없이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 세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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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책임회피’다. 이는 지속적인 관계에서 최선의 노력과 협조를 다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책임회피는 성과측정이 어려울 때 많이 발생한다

(Griesinger, 1990).

기회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은 부정적 비판을 받을 때 다른 관련 사람

들에게 원인과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차

구전과 2차구전의 차이를 살피기 위해 책임회피 기회주의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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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제1절 연구모형

구전은 여러 단계에서 나타는 발신자와 수신자 간 일련의 연속적인 의

사소통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김민형, 황영현, 2014). 구전 관련 기존

연구들은 1차 발신자 측면에 초점을 두고 1차 발신자의 구전행동과 1차

수신자의 구전정보 수용효과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1

차 발신자-1차 수신자/2차 발신자 단계에서 2차 발신자 측면의 2차 구전

활동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구

전의 흐름 모형을 제시하고 가운데 비교적으로 많이 연구되지 않는 1차

구전의 효과로서의 2차 구전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주 연구모형을 도출

하였다.

기존 SNS상의 구전의 통합모형에 관한 연구(박탄우, 이경렬, 2014)는

구전 발신자 특성, 구전정보 특성, 구전 수신자 특성만을 포함하고 메체

특성인 SNS 특성을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커뮤니케이션 연구

에서 많이 사용하는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이론과 Lasswell의 커뮤니케이

션 모델을 이론적 틀로 SNS상의 온라인 구전 커뮤니케이션을 구전정보

특성(자극), SNS특성(채널), 발신자특성, 사회관계적 특성(상황적 요인),

수신자특성, 모바일 환경 경험 설명의 주요변수인 플로우 개념(상황적

요인), 신뢰 등을 포함하여 SNS상의 구전 효과에 관한 통합적 연구모형

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모형에는 SNS상의 구전 신뢰의 선행요인을 발

신자 특성, 구전정보 특성, 사회관계특성으로, 플로우의 선행요인을

SNS특성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그리고 신뢰 및 플로우가 2차 구전 의도

에 미치는 영향과 그 영향관계에 있는 수신자 개인적 심리학 성향인 과

시성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틀은

다음의 <그림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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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온라인 구전 흐름모형 및 연구모형



- 56 -

제2절 연구가설

1. 1차 구전 발신자 특성이 1차 발신자 신뢰에 미치는 영향

온라인 특히 SNS 환경에서 정보를 주고받는 상대방은 물론 오프라인

에서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서 정보 수신

자는 정보 발신자를 평가함으로써 태도나 행동의도를 형성하게 된다.

전문성은 구전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신뢰성 및 유용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정보원천의 중요 구성요소 중 한 가지로

연구되어 왔다(Robertson 등, 1984; Wilson, Sherrel, 1993). 전문성

(Expertise)은 정보 수신자들이 정보원이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나 문제

에 대하여 올바른 대답이나 정확한 판단을 제시할 수 있다고 지각하고

있는 정도를 말한다(Ohanian, 1990).

전문성이 강하다고 인식되면,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으로

인식되어진다(Ohanian, 1990). 구전 정보 발신자에 대한 지각된 전문성

개념을 포함한 신뢰정도가 구전 정보의 수용의향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김창호, 황의록, 1997). 연구에서 전문성이 지각된 유용성과 신뢰성에 유

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다(황규진, 2010). 온라인 구전 커뮤니케이션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전통적인 구전과 다르게 온라인 환경에서 정 발신

자의 전문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페이스북 같은

SNS에서는 대체로 이미 오프라인에서 인맥관계가 형성된 사람들과 페

이스북 친구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구전 발신자의 전문성을 인식하는데

어렵지 않을 수 있으며, 특히 대량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검색되고 공유

될 수 있는 SNS에서는 구전 발신자 전문성이 SNS 사용자에게 아주 중

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이지원, 강인원, 정성운, 2011).

발신자(정보원)의 매력성은 신체적 매력성과 심리적 매력성으로 나뉜

다(Erdogan et al., 2001). 본 연구의 발신자(정보원)은 SNS 상에서 온라

인 구전 정보를 탑재하는 주체를 의미하므로 소비자가 지각하는 심리적

매력성을 의미한다. 소비자와 공급자 간의 관계에 있어 매력성은 신뢰의

관계형성의 초기과장 뿐만 아니라 관계의 개발과 지속에도 영향을 미치

게 괸다(Cox, 1999; Mortensen et al., 2008). 심리적 매력성의 결정요인

은 친밀성, 유사성 및 호감성으로(Ohanian, 1990), 소비자는 정보원이 자

신과 비슷하고, 거리감이 없이 친근하다고 느낄 때 호감을 갖게 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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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매력이 높다고 인지하게 된다(Cha, 1989). 남혜경(2007)은 수신

자들은 자신과 유사하거나 친밀하게 느껴지는 정보원에 이끌리게 되면

또 정보원과 동일화되거나 교분관계를 갖도록 반응된다고 하였다. 하도

헌(2019)은 블로그의 품질요인이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하는 연

구에서 매력성이 신뢰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검정하였다.

선행연구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1: SNS상의 1차 구전 발신자 특성은 1차 발신자 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1: SNS상의 1차 구전 발신자의 전문성은 1차 발신자 신뢰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2: SNS상의 1차 구전 발신자의 매력성은 1차 발신자 신뢰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사회관계적 특성이 1차 발신자 신뢰 및 1차 구전정보 신뢰에

미치는 영향

구전은 사람 간의 관계를 기초로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구

조와 관계형태 등에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SNS에서도 구전정보의

발신자와 수신자 간의 관계는 구전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대강도란 네트워크에서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 사이의 관계 강도로

정의될 수 있다(이세진, 방혜진, 노승화, 2012). 구전 정보 발신자 및 수

신자 간의 유대강도가 강할 때는 정보를 높은 수준으로 신뢰하고 구전

커뮤니케이션을 더 많이 발생시키고 구전 정보의 수용도 역시 향상된다

(Wirtz, Chew, 2002). 소비자는 강력한 유대강도의 관계에서 구전 정보

를 더 신뢰하게 되고, 더 많은 양의 정보를 탐색하며, 구전 정보 수용도

가 높아지고, 구매의사 결정과정에도 더 큰 영향을 주게 된다(Bansal

and Voyer, 2000). 이기동(2009)의 연구에서 유대강도는 신뢰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대강도가 높을수록 일반적으

로 서로를 좀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Levin and Cross, 2004). 또한 사

교 네트워크에서의 긍정적인 감정적 유대와 기대는 신뢰를 증가시킨다는

연구도 있다(McAllister, 1995; Rempel, Holmes and Zanna, 1995).

  동질성은 연령, 성별, 교육 및 사회적 지위와 같은 개인적 특성의 유사

성 정도이다(Rogers, Bhowmik, 1970). 개인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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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사교하는 경향이 있으며(La zars feld and Mert on, 1954), 구전

커뮤니케이션은 사용상의 용이성과 편안함으로 인해 유사한 사람들 간에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Rogers, Bhowmik, 1970). 따라서 SNS사용자의

개인 네트워크가 동질적일수록 사용자들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온라인 구전 커뮤니케이션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된다(Chu, Kim, 2011).

일반적으로 인터넷 사용자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소비자는 특

정 주제에 대한 노출 및 가상 커뮤니티 참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

므로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소비자와의 소셜 상호작용을 유도할 수 있다

(Best and Krueger, 2006). Wang et al.(2008)의 연구결과는 동질성이 신

뢰성 인식을 결정하고 웹사이트와 온라인 토론 그룹 모두에서 신뢰성 인

식을 결정하거나 설득력 있는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치는 데 중요한 역할

을 한다고 제시하였다. 커뮤니티 구성원은 집단 내 다른 구성원과 유사

성과 친밀감을 가질 때 다른 구성원들의 구체적 정보를 모르더라도 신뢰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장용호와 김용주(, 2004). 그리고 박성화(2009)는

온라인 동질성이 강할수록 정보원에 대한 신뢰도 함께 강해지는 것을 밝

혔다. 이기동(2009)의 연구에서도 구전 정보 발신자의 동질성이 신뢰성

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용호(200)는 온라인 공동

체 형성에 관한 연구에서 구성원들은 집단 내에서 다른 구성원들과 친밀

감과 유사성을 느낄 때 구성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모른다고 하더

라도 신뢰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밝혔다.

이상의 기존 연구를 토대로 사회관계 특성인 유대강도와 동질성은 구

전 정보원 신뢰 및 구전정보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가설2: SNS상의 사회관계 특성은 1차 발신자 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1: SNS상의 유대강도는 1차 발신자 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2: SNS상의 동질성은 1차 발신자 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3: SNS상의 사회관계 특성은 1차 구전정보 신뢰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3-1: SNS상의 유대강도는 1차 구전정보 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3-2: SNS상의 동질성은 1차 구전정보 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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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3. 1차 구전정보 특성이 1차 구전정보 신뢰 및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

  온라인구전에서 정보의 동의성이란 둘 혹은 다수의 개인이 제품의 성

과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Chiou and Cheng, 2003). 동

의성이 있는 정보가 그렇지 않은 정보보다 커뮤니케이션에서의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며, 사람들은 비록 진실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

이 믿는 것을 믿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김나은 외, 2010; 이태인 외,

2009). 온라인 환경에서는 구전정보의 양과 범위가 오프라인 대비 광범

위하기 때문에 구전정보의 품질을 판단하는 데 있어 정보의 동의성은 중

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이은영, 이태민, 2005).

정보의 동의성이 높을수록 소비자 정보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에 변

화가 커지는 것이며(이은영, 이태민, 2005), 인터넷상에서의 의류구매에

관하여 구전정보의 동의성이 정보신뢰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손진아, 이은영, 2007).

이국용(2005)의 연구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재미, 흥미에 대한 지각

정도로 정의한 놀이성(흥미성)이 온라인 커뮤니티의 태도 및 신뢰에 영

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몰입하게 된

다는 것을 실증하였다(김다미, 2011). 기업 SNS의 특성 중 하나로 즐

거움이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는 연구에서 설문 대상자 54

명 중 기업 SNS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공식홈페이지나 다른 방

법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고 있으며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답변을 하여,

기업은 SNS를 운영함에 있어 정보 제공의 수단 외에 소비자의 적극적

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 즐거움을 제공하여야 신뢰를 쌓을 수 있다고

하고 있다(김다미, 2011).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4: SNS상의 1차 구전정보 특성은 1차 구전정보 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1: SNS상의 1차 구전정보의 동의성은 1차 구전정보 신뢰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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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1-3: SNS상의 1차 구전정보의 흥미성은 1차 구전정보 신뢰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박진영(2013)의 연구에서 SNS를 통한 구전정보의 동의성은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이, 박철(2015)의 연구에서

구전정보의 동의성과 생생함은 유용성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김나은, 김민화(2010)는 연구를 통해서 온라인 구전정보

의 정확성, 적시성, 흥미성은 유용성에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밝혀졌다. 홍미성, 김가은(2019)은 유튜브 이용 동기가 지각된

유용성 및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흥미성이 유용성에 유

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혔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

정할 수 있다.

가설5: SNS상의 1차 구전정보 특성은 1차 구전정보 유용성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1: SNS상의 1차 구전정보의 동의성은 1차 구전정보 유용성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3: SNS상의 1차 구전정보의 흥미성은 1차 구전정보 유용성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SNS특성이 플랫폼 신뢰 및 플로우에 미치는 영향

  상호작용성, 개방성, 편의성과 같은 SNS의 특성이 신뢰에 중요한 요인

으로 작용하며(Lindroos, 1997), SNS의 특성이 고객의 신뢰에 영향을 미

친다(조정용, 정인근, 2002; 문준연, 최지훈, 2003). 이외에도 많은 연구

(권영국, 2006; 조광현, 2012; 홍왕문, 2012)에서 SNS특성이 신뢰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모바일 환경에서 상호작용성 구성요인이 모바일 온라인서비스에 관한

신뢰에 대한 영향력 연구에서 상호작용성의 구성요인으로 설정한 정보제

공성에 대해 사용자들에 맞게 최적화된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하는 것으

로 정의되었는데 이는 소비자 측면에서 자기에게 유용한 정보 혹은 서비

스가 신속하게 제공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이태민 2004).

김광수, 박주식(2007)은 온라인 쇼핑몰 신뢰형성 모형에 관한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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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실재감이 신뢰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실증적으로 검

증하였다. 온라인 몰에서 사회적 실재감이 최초의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Ogonowski et al., 2014). 이민정(2018)은 항공사 SNS 사용자

의 사회적 실재감과 신뢰 및 충성도 간의 관계에 관한 논문에서 사회적

실재감이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이상의 기존 연구를 토대로 SNS 특성인 상호작용성, 정보제공성과 사

회적 실재감은 플랫폼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가설6: SNS 특성이 플랫폼 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6-1: SNS 상호작용성이 플랫폼 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6-2: SNS 사회적 실재감이 플랫폼 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Hoffman, Novak(1996)의 연구에서 플로우의 선행변수로서 정보 특성

인 인터페이스, 디자인, 정보제공, 상호작용성, 제품제시가 효용적 감정과

플로우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플로우의 선행요인으로의 웹사이트

특성은 주로 웹사이트 품질(한상린, 박천교, 2000), 웹사이트의 복잡성

(Nel et al., 1999), 사이트 디자인과 정보제공(이상철 외, 2003), 탐색 편

리성, 정보의 충실성, 정보지자인(김종호, 신용섭, 2004) 등이 있다. 그 외

에도 시스템 품질 및 서비스 품질이 플로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검증되었다.

  Wu and Chang(2005)은 온라인 여행 커뮤니티 회원의 플로우 경험에

대한 연구에서 기계-상호작용성은 플로우의 구성개념인 즐거움과 시간

왜곡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인간-상호작용성은 시간왜곡에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Huang(2003)은 웹 검색환경에서 웹 사이트의 특성이 플로우 경험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상호작용성은 플로우 경험에 정(+)의 영향을 미치

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배재권(2013)의 소셜커머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상호작용성은 플로우 경험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실재감은 미디어와 지성을 가진 존재 사이의 상호작용과 정속

에서 개인이 지각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의사소통상대에 대한 정보를 많

이 전달할수록 사회적 실재감은 높아진다고 제시했다(Biocca and

Burgoon, 2003; Nowak and Biocca, 2003). 또한 플로우와 만족에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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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다.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게임 특성에

있어 개인이 지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다(박주식, 2012; 유

은영, 이유리, 2010). 곽동성, 임기홍, 권진희(2012)는 모바일 애플리케이

션의 사회적 실재감의 효과를 상호작용성 측면에서 확인하고자 하였는

데, 소비자와 소비자간 그리고 콘텐츠와 소비자간의 상호작용성으로 인

한 실재감이 플로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서연준,

박성연(2013) 역시 모바일 브랜드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소비자의 총체적

인 실재감 체험이 플로우와 e-충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다. 조동석, 이해영(2015)은 레스토랑 모바일 커머스가 전달하는 사회적

실재감이 플로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검정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SNS 특성인 상호작용성, 정보제공성, 유희

성 및 사회적 실재감 등을 통하여 SNS 사용자가 긍정적 정서와 즐거움

를 유발하면서 최적의 상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즉 플로우를 경험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7: SNS 특성이 플로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7-1: SNS 상호작용성이 플로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7-2: SNS 사회적 실재감이 플로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5. 1차 발신자 신뢰와 플랫폼 신뢰가 1차 구전정보 신뢰에 미치

는 영향

  신뢰전이란 특정개체가 전이될 신뢰의 출처와 연관되어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특정 개체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신뢰 상호작용의 특정 대안을

선택할 때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소로서 복잡하게 변화하는

구매환경 속에서 거래위험을 줄이기 위해 과거의 단서를 활용하여 소비

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안광훈. 2011).

Stewart(1999)는 특정대상에 대한 신뢰가 불특정대상에 대한 신뢰로

이전(transfer)이 됨을 실증적으로 밝힌 바 있다. 박상철, 이민상(2013)는

인터넷 경매사이트에 대한 신뢰는 판매자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판매자의 신뢰는 입찰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Lee and Lee(2005; 2006)는 온라인 쇼핑몰의 신뢰가 제품으로 전이되는

신뢰전이 관계를 발견하였으며, 신뢰전이과정은 신뢰가 높게 형성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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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서 다른 대상으로 이동하는 현상이라고 설명하였다.

고객이 서비스제공자를 신뢰할 때 고객들은 판매상 내지 점포에 대한

만족과 충성도를 증가시킨다(Kassim and Abdullah, 2008). 오픈마켓의

경우 고객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 서비스에 대해 평가하

는 대상이 테넌트인 판매자이기 때문에 판매자에 대한 신뢰가 중개자인

오픈마켓에 대한 신뢰로 전이 된다(오종철, 장협섭, 2010). 곡민(2016)은

중국의 위챗기반 소셜커머스에서 다차원적 신뢰가 구매와 구전의도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신뢰전이 이론을 이용하여 제공자 신뢰와 플

랫폼 신뢰가 콘텐츠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혔다. 따

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8: 1차 발신자 신뢰는 1차 구전정보 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9: 플랫폼 신뢰는 1차 구전정보 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6. 1차 구전정보 유용성이 1차 구전정보 신뢰 및 2차 구전의도

에 미치는 영향

정보의 유용성은 정보 수용자가 지각한 정보적 가치로서 특정한 정보

를 이용하는 것이 본인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형성하

는 것으로 정의한다(Davis, 1989). 또한 수신자 입장에서 수신자가 지각

한 정보의 유용성이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김창호, 황의록, 1997).

Schindler and Bickart(2002)는 유용성이 구전정보 확산의 중요 요인이

며, 지각된 유용성이 높을수록 구전신뢰가 높다고 판단하여 행동의도가

높아지고 구전이 활성화된다고 하였다. 박혜지(2011)는 온라인 외식정보

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은 신뢰, 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정보의 유용성이 높다는 것은 소비자가 정보의

가치를 높게 판단하기 때문에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구매의도가 높아

질 것이며 소비자 간 상호구전도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다(양성목, 2015).

윤유식 외(2013)은 스마트폰 기반 관광정보 특성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검정한 결과 유용성이 신뢰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다. 김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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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2014)은 외식 구전정보의 특성 중 사용자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

을 최소화하고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용성이 신뢰에 가

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에 구전관련 선행연구를 토대로 정보

수신자의 입장에서 유용성이 높은 정보로 지각되면 구전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가설10: 1차 구전정보 유용성은 1차 구전정보 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온라인 구전 정보의 신뢰성과 유용성은 구전 수용과 확산에 영향을 미

치는 주요 선행요인으로서 정보와 메시지의 질의 평가에 관한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져 왔다(홍정혜, 2017). 신뢰성과 유용성은 구전 정보가 다른

미디어에 비해 가지고 있는 장점이며(김창호, 황의록, 1997), 수신자가 사

용후기와 같은 구전 정보에 관한 신뢰성과 유용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구

전 수용도가 높아지고 구전 정보를 수용한 수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

이 수용한 정보를 이야기하거나 추천하는 등의 후속적인 행동을 하게 됨

으로써 정보 수신자가 다시 발신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홍정혜, 2017).

구전정보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이 높을수록 구전효과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김창호, 황의록, 1997; 이진희, 도선

재, 황장선, 2011). 박탄우, 이경렬(2014)의 연구에서 SNS 상의 온라인

구전정보의 유용성이 구전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Shen Yi, 박철(2015)은 SNS를 통한 구전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에 관한 연구에서 유용성이 구전효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밝혔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11: 1차 구전정보 유용성이 2차 구전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7. 1차 구전정보 신뢰가 2차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

  신뢰성(credibility)의 개념은 믿을만함(believability)로 간단히 정의된다

(Tseng, Fogg, 1999). 소비자 구전연구에서 정보에 대한 신뢰성은 온라

인 구전과정에서의 핵심경로가 되며, 구전의 효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요

인으로 인식되어 왔다(Brown and Reingen, 1987; 이학식, 김종성,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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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indler and Bickart, 2002). 조원섭과 조문식(2010)은 온라인 구전정보

가 신뢰할만하다고 판단한 소비자는 자신이 획득한 구전을 전격적으로

수용하여 장기 기억속에 저장하며 이를 다른 소비자에게 전달하려 한다

고 하였다. 장해, 박주식(2015)은 온라인 구전정보 신뢰성이 2차 구전 의

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검정하였다. 따라서 소

비자가 2차 구전을 할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이나 의심은 전달하려는 구

전정보의 신뢰성에 의해 극복될 수 있다. 즉 온라인구전에 대한 신뢰가

클수록 소비자의 2차 구전 의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1차 구전정보 신뢰가 높을수록 2차구전을 할 의향이 더 높을

것이다.

가설12: 1차 구전정보 신뢰는 2차 구전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8. 플로우가 2차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 비즈니스에서 플로우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플로우를

경험할 때, 웹사이트의 반복적 방문이나 웹사이트 충성도를 높이는 결과

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Hoffman and Novak1996). 또한 웹서핑이 놀

이와 같이 즐겁게 지각될 때 웹사이트와 기업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고 브랜드 충성도도 높아진다(Mathwick and Rigdon2004). 국내

의 연구에서도, 플로우 경험은 소비자들의 인터넷 쇼핑몰 방문빈도나 구

매에 영향을 미치므로, 온라인 기업의 마케팅 목표는 소비자들에게 플로

우를 일으키는데 있다고 한다(김소영, 주영혁, 2001). 그리고 온라인 게임

에 대한 플로우 경험은 브랜드 매력성, 브랜드 일체감, 브랜드 충성도,

구전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구, 박승배, 김

규한 2003). Hoffman, Novak(1996)은 인터넷 검색에서 발생하는 플로우

경험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마케팅 결과를 유도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박철(2008)의 연구에서 플로우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전행동(손준상,

2006b; 정재진, 김태웅, 2003)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

하였다. 정재진, 김태웅(2003)은 온라인 게임 중 경험하는 플로우는 게임

의 구전활동과 온라인 게임 대한 충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혔다. 손준상(2006)의 인터넷쇼핑에서 감정과 플로우가 웹사이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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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태도 및 구전에 미치는 영향에서 플로우가 높을수록 사이트와 제품에

대한 구전의도가 더 높아짐을 검증하였다. 따라서 SNS 사용자들이 높은

수준의 플로우 경험하게 되면 더 높은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끼며 구전효

과가 더욱 높을 것이다. 즉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가설13: 플로우는 2차 구전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9. 2차 발신자의 과시성향의 조절효과

성격은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구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Stacy, Newcomb and Bentler, 1991). 구전효과는 발신

자와 메시지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은 물론 수신자의 개인 심리학적 성

향에 의존하기도 한다. 즉 서로 다른 개인 심리학적 성향을 가진 수신자

들은 자신들이 수신한 메시지에 각각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 소비자는

구전을 하기에 앞서 구전이 자신의 평판이나 이미지에 미칠 영향을 고려

하며(Reichheld, 2003), 이때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경험적

특성(예, 지각된 품질, 만족)뿐 아니라 소비자 개인의 내재적 특성(예, 지

식, 성격)도 구전에 영향을 미친다(Arndt, 1967).

과시는 자신과 관련된 긍정적인 행동이나 속성을 타인에게 알리고자

하는 자기제시 전략 중 하나로 정의내릴 수 있다(Berman, Levine,

Barasch, and Small., 2015). 과시는 예전 오프라인 상에서는 그 표현이

억제되었지만 현재 온라인상에서는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소비자 활동이

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한 네트워크 혁명이 가속화되면서 온라인 공간

에서도 과시가 일반화되고 있으며 나아가 온라인이라는 공간은 개인의

과시욕구를 가장 쉽게 표출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있다고 말하며, 과시

는 일차적으로 소비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인터넷에서의 과시는 ‘소비와

연관되는 과시’와 함께 ‘지식공유와 연관되는 과시’의 형태가 등장하고

있다(박창호, 2012). 과시는 SNS상에서도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소비자

들은 SNS상에서 자신이 구매한 제품을 과시하여 자신의 가치와 우수함

을 알리고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고자 한다(Baumeister, 1982; Belk,

1988; Goffman, 1959; Griskevicius, Tybur, and Vanden Bergh, 2011;

Lee, Ko, and Megehee, 2015; Ruvio and Shoham, 2016). 이와 같이 과

시는 소비경험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들어내고 타인이 자신에 대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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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인상(impression)을 통제하기 위한 시도를 의미한다(Berman et al.,

2015; Tal-Or, 2010).

또한 박창호(2012)는 인터넷에서 보이는 과시는 소비를 통하여 사회적

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과시적 소비와 달리 소비행위를 소비사회에 적응

하는 지표로서 설명하는 과시이며 여기에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

하는 과시행위가 일어나고 적응도가 우월하다는 지표로서 자신을 드러낸

다고 말한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정보공유행위는 내가 올린 정보를 공유한 사람에게

어떤 물질적인 보상을 받지는 못하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과시하

고 싶은 욕구로 인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이러한 정보공유행위

를 통해 사회적인 적응에서 자신이 앞서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며, 그러한 정보공유 속에서 자신의 글들에 댓글이나 공감 등

의 반응하는 결과가 보여졌을 때 즐거움을 가지게 되면서 자기만족적 형

태의 과시로 이어지는 것이다. 한혜주, 이경미(2014)는 자기표현적 공유

활동을 많이 하는 소비자는 구전성향이 높을 것을 검증하였다. 김종현

(2014)은 자기과시성향이 정보공유 행위에 더 동기화가 된다고 검증하였

다.

과시성향이 높은 SNS사용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나 자기의 경험

을 과시하고 공유하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하다. 과시성향이 높은 사람은

SNS상에서 구전 정보를 접할 때 발신자 특성, 정보특성, SNS특성 및

사회관계적 특성을 판단하여 2차 구전할 의도가 더 높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시성향이 SNS상의 구전 발신자 특성，정

보특성, SNS특성 및 사회관계적 특성이 구전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

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14-1: SNS상 2차 발신자의 과시성향은 온라인 구전 정보 유용

성이 2차 구전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가설14-2: SNS상 2차 발신자의 과시성향은 구전정보 신뢰가 2차

구전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가설14-3: SNS상 2차 발신자의 과시성향은 플로우가 2차 구전 의

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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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차 발신자의 기회주의성향의 조절효과

의사결정자의 주체자로서 인간은 본래 기회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Williamson,1985). 즉 인간은 누구나 사익지향성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 기회주의적 행동이 감행되어지고

있다(이수동, 김용서, 1994). 기회주의성향이 강한 사람은 부정적 비판을

받을 때 다른 관련 사람들에게 잘못 전달해서 초래된 손실이나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있다.

공유행위 대한 지각된 사회적 위험이 높을 때 기회주의성향이 강한 사

람은 이러한 위험을 감소하거나 회피하기 위해 정보를 직접 작성하는 것

보다 기존의 정보를 2차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더 많이 한다. 즉 같은 신

뢰와 플로우 수준의 구전에 대해서 기회주의성향이 높은 수신자의 2차

구전 의도가 더 높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

다.

가설15-1: SNS상 2차 발신자의 기회주의성향은 온라인 구전 정보

유용성이 2차 구전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가설15-2: SNS상 2차 발신자의 기회주의성향은 구전정보 신뢰가 2

차 구전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가설15-3: SNS상 2차 발신자의 기회주의성향은 플로우가 2차 구전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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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방법

제1절 자료수집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표본은 인터넷 환경에 익숙하고 SNS상에서

구전에 관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일반 소비자를 조사대상으로 하

였다. 설문조사는 SNS상에서 접한 가장 기억에 남는 기업, 제품, 서비스

에 관련 정보(상품평, 추천의 글 등)를 떠올리면서 본 연구의 설문에 응

답하도록 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 전문 업체(www.wjx.cn)의 유료 설문

서비스를 이용하여 총 1000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이중 SNS상에

서 구전정보(상품평, 추천의 글 등)을 본 적이 없는 응답과 불성실한 응

답을 한 131부를 제외한 후 869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그리고 울산지

역 대학생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지 106부를 회수하였으며, 이중 SNS상

구전정보(상품평, 추천의 글 등)을 보신적 없는 응답과 불성실한 응답을

한 26부를 제외한 후 80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따라서 총 949부의 응

답을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제2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항목들은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일부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되었다. 모든 항목들은 리커트형 5점 척도로 측정하였

다.

1. 1차 구전정보 특성

1.1 동의성

  동의성은 ‘SNS에서 다른 사람들이 많은 조회와 댓글, 추천 등을 통하

여 표현한 동의정도’로 정의하였고, Chiou and Cheng(2003); 이은영, 이

태민(2005); 장해, 박주식(2015)의 연구에서 사용된 동의성에 대한 척도

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해당 정보의 댓글 수가 많았다', ‘해

당 정보는 많은 사람이 동의했다', ‘해당 정보를 동의(좋아요/하트 버튼)

한 사람이 많았다', ‘해당 정보의 공유 수가 많았다’와 같은 4개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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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측정하였다.

1.2 유용성

  유용성은 정보 수용자가 지각한 정보적 가치로서 특정한 정보를 이용

하는 것이 본인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정도로 정의한다(Davis, 1989).

(Davis, 1989)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참고하여, ‘해당 정보는 유용하

다고 생각하였다’, ‘해당 정보는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 ‘제품이나 서비스

를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했을 때 도움이

되었다’와 같은 4개의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1.3 흥미성

정보 흥미성은 주어진 정보가 새롭거나 호기심을 자극하고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경험으로 정의할 수 있다(Keller and Block, 1997;

Deshpande and Zaltman, 1982). 본 연구에서 정보의 흥미성은 SNS상에

제공된 정보가 주는 새로움이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재미있어서 흥미를

일으키는 정도를 의미한다. 정보의 흥미성을 측정하기 위해 이은영

(2004), 송용태(2007)에서 사용된 항목 중 ‘해당 정보는 새로운 정보를

포함하였다’, ‘해당 정보의 내용은 나의 호기심을 자극시킨다’, ‘해당 정보

는 다른 정보보다 독특하고 재미있다’, ‘해당 정보는 나에게 흥미를 일으

킨다’와 같은 총 4 문항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5점 리

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2. 1차 구전 발신자 특성

2.1 전문성

전문성은 정보 수신자들이 발신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나 문제에

대하여 올바른 대답이나 정확한 판단을 제시할 수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

를 말한다(Ohanian, 1990). 본 연구에서는 Ohanian(1990)이 사용한 문항

을 참고하여, ‘해당 정보의 발신자는 상당히 유능하다’, ‘해당 정보의 발

신자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해당 정보의 발신자는 많은 지

식을 가지고 있다’와 같은 3개의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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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매력성

매력성은 SNS상에서 정보 발신자가 구전 정보를 포스트하는 주체를

의미하므로 소비자가 지각하는 심리적 매력성을 의미한다.

Ohanian(1990); Hong(2005); Sohn(2013) 등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해당 정보의 발신자는 참 매력적이다’,

‘해당 정보의 발신자는 다른 사람들이 닮고 싶어할 것이다’, ‘해당 정보의

발신자는 가족과 같은 느낌이 든다’, ‘해당 정보의 발신자에게는 호감이

느껴진다’와 같은 4개의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3. 사회관계 특성

3.1 유대강도

유대강도는 ‘SNS에서의 네트워크 구성원 사이의 사회적 관계의 정도’

라고 정의된다(Frenzen, Nakamoto, 1993). 본 연구의 유대강도 관련 척

도는 Chu and Kim(2011) 연구의 척도를 본 연구에 맞춰서 수정 및 보

완해서 활용했다. ‘나는 해당 정보의 발신자에게 친밀감을 느낀다’, ‘나는

해당 정보의 발신자와 자주 연락한다’, ‘나는 해당 정보의 발신자와 가깝

게 생각한다’, ‘나는 해당 정보의 발신자를 중요하게 생각한다’와 같은 4

개의 문항을 각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해서 측정했다.

3.2 동질성

  동질성은 ‘SNS에서의 네트워크 구성원 간에 생각 및 행동 등 개인적

인 속성이 비슷한 정도’로 정의된다(Wu and Tsan, 2008). 본 연구의 동

질성 관련 척도는 Chu and Kim(2011) 연구의 척도를 본 연구에 맞춰서

수정 및 보완해서 활용했다. ‘나는 해당 정보의 발신자와 비슷한 사고방

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해당 정보의 발신자와 비슷하게 행

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해당 정보의 발신자와 좋아하는 것들이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해당 정보의 발신자와 비슷한 라이프스타일

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와 같은 4개의 문항을 각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해서 측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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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NS 특성

4.1 상호작용성

  상호작용성은 ‘SNS 이용자가 서로간에 정보공유를 하고 커뮤니케이션

을 하면서 유대감이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정의된다(Fortin

and Dholakia, 2005). 본 연구의 상호작용성 관련 척도는 Agarwal and

Venkatesh(2002) 연구의 척도를 본 연구에 맞춰서 수정 및 보완해서 활

용했다. ‘나는 SNS를 이용하여 원하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나는

SNS를 이용하여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 ‘나는 SNS를 이용하여 사

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나는 SNS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메

시지를 보낼 수 있다’, ‘나는 SNS를 이용하여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한

다’와 같은 5개의 문항을 각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해서 측정했다.

4.2 사회적 실재감

온라인 사회적 실재감은 ‘가상공간에서 다른 사람과 같이 있다는 느낌’

을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SNS에서 느낄 수 있는 실재감, 친밀감, 인간

미, 따듯함 정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는 Biocca, Harms and

Burgoon(2003) 연구의 척도를 본 연구에 맞춰서 수정 및 보완해서 활용

했다. ‘SNS 발신자와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처럼 느꼈다’, ‘SNS 발신

자와 가까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SNS 발신자의 주관적 정보는 나에

게 명확하게 전달되었다’, ‘SNS 발신자의 의도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었

다’와 같은 4개의 항목을 각 5점 리커트 척도로 사용해서 측정하였다.

5. 구전 신뢰

5.1 1차 구전정보 신뢰

구전 정보 신뢰는 정보 내용을 신뢰하거나 신뢰하고자 하는 정도라고

정의하였고, 측정항목은 선행연구(Standler, 2007; Wu and Shaffer, 1987;

Sirdesmukh et al., 2002)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맞추어서 수정 및 보완

해서 사용하였다. ‘해당 정보의 내용은 신뢰할 만하다’, ‘해당 정보의 내

용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해당 정보 내용은 사실적으로 서술되었다’

와 같은 3개의 항목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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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1차 구전 발신자 신뢰

구전 정보원 신뢰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에 대한 신뢰

정도를 의미한다. 측정항목은 선행연구(Chen and Zhou, 2010;

Bhattacherjee and Sanford, 2006; Sussman and Siegal, 2003)를 바탕으

로 본 연구에 맞추어서 수정 및 보완해서 사용하였다. ‘해당 정보의 발신

자가 신뢰할 만하다’, ‘해당 정보의 발신자에 의존할 수 있다’, ‘해당 정보

의 발신자는 근거 없이 말하지 않는다’, ‘해당 정보의 발신자는 자신의

입장/생각/의견 등을 솔직하게 제시한다’와 같은 4개의 항목을 5점 리커

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5.3 플랫폼 신뢰

플랫폼 신뢰는 SNS를 믿고 거래 전반에 대한 판매자의 믿음 정도를

의미한다. 측정항목은 선행연구(Mayer et al., 1995; Cheb and Dibb,

2010)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맞추어서 수정 및 보완해서 사용하였다. ‘나

는 해당 SNS플랫폼이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 ‘나는 해당

SNS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믿을 만하다’, ‘전반적으로

나는 해당 SNS플랫폼을 믿고 거래할 수 있다’와 같은 3개의 항목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6. 플로우

  플로우는 웹 검색을 하는 동안 일어날 수 있는 상태로(Hoffman and

Novak, 1996), 플로우 상태에서는 자신이 하는 일을 즐기고 개인적인 문

제를 잊으면서 주의를 집중하며, 시간감각과 자의식이 상실된다

(Csikszentmihalyi, 2000/2003). 이러한 플로우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Csikszentmihalyi, 1997/2010), 목적 지

향적인 활동 중에 온라인 정보탐색 활동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Mathwick and Rigdon, 2004). 이에 본 연구에서는 플로우를 “구전정보

를 SNS를 이용하여 주고받는 동안 깊이 몰입되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거우며 주의가 집중되는 상태”로 정의하였다. 측정항목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맞추어서 수정 및 보완해서 사용하였다. ‘나는

SNS를 사용하는 동안 매우 집중한다’, ‘나는 SNS를 사용하는 동안 나도

모르게 완전히 빠져들곤 한다’, ‘나는 SNS를 사용하는 동안 매우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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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을 하지 않는다’, ‘SNS를 이용하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처음에 의도

했던 사용시간을 넘기기가 일쑤이다’, ‘SNS를 이용하는 동안 내 주변 일

에 대해 잊어버리곤 한다’와 같은 5개의 항목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하였다.

7. 2차 발신자 과시성향

  과시성향은 타인에게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확인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사회적 행위로 정의하며. 신유림(2009)과 박창호(2012) 등의 연구에서 사

용된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유익한 나만의 지식과 경험

을 반드시 SNS상에 공유한다’,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걸 좋아한다’, ‘온라인상에 내 글과 사진을 올리고 다른 이용자

들의 좋아요/공감과 같은 긍정적인 반응을 지켜보는 것이 즐겁다’, ‘남들

과 다른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내 보이고 싶은 사진과 글을 온라인상에

게재한다’와 같은 4개의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8. 2차 발신자 기회주의성향

 기회주의는 기만을 가지고 이익을 추구하려는 인간 성향으로 정의할 수

있다(Williamson 1975). 기회주의성향은 Dwyer and Oh(1987)에서 사용

된 측정항목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의무를 무시할 때도 있다’, ‘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할 때도 있다’, ‘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왜곡할 때도 있다’, ‘나

는 불리나 비판을 당할 때 다른 사람에게 원인과 책임을 전가하기도 한

다’ 와 같은 4개의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9. 2차 구전 의도

  2차 구전 의도는 SNS상에서 접한 구전정보를 제3자에게 2차적으로 전

달/공유하려는 의도를 의미한다(장해, 박주식, 2015). ‘해당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달하고 싶었다’, ‘해당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공

유하고 싶었다’, ‘해당 정보를 나의 SNS에 공유(페이스북의 공유와 트위

터의 RETWEET 기능 등)하고 싶었다’와 같은 3개의 항목으로 측정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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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가설들과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여러 가

지 통계적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통계 패키지는 SPSS 24.0과 AMOS

23.0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 및 연구에 필요한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세부 분석항목은 성별, 연령, 학

력, 직업, 소득 등이다.

둘째, 설문항목의 타당성과 신뢰성 분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과 각

변수별 Cronbach’s α계수를 측정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의 실증적 분석을 위하여 AMOS를 사

용한 구조방정식 모델을 활용하여 통해 변인 간 직접, 매개, 조절효과 등

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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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결과

제1절 표본특성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이 된 표본의 특성은 다음의 <표 5-1>과 같다.

응답자 인구통계적 특성은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소득수준으로 구분

하였다. SNS 이용에 관련된 특성은 주이용 SNS 종류, 이용시간 , 하루

이용시간 및 이용형태로 구분하였다.

성별은 응답자 949명 중 남성 456명(48.5%), 여성 485명(51.5%)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전체 응답자 중 30-39세인 경우가 358명(38.0%)으로

가장 많았다. 직업은 회사원이 전체 응답자중 453명(48.1%)으로 가장 많

았다. 소득은 400~500만원 미만이 전체 응답자 중 305명(32.1%)으로 가

장 많았다.

전체 응답자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는 페이스북(654명, 68.9%)이

고 SNS 이용시간이 5년 이상(545명, 57.4%)이 가장 많았다. 하루 이용시

간은 3시간~5시간미만(418명, 44.0%), 3시간~5시간미만(253명, 26.7%), 1

시간미만(119명, 12.5%), 5시간~7시간미만(96명, 10.1%, 7시간 이상(63명,

6.6%) 순으로 나타났다. SNS 이용형태는 자주 글을 올리지 않지만, 다

른 사람이 올린 글을 자주 보는 편이다(426명, 44.9%), 자주 글을 올리

고, 다른 사람이 올린 글을 자주 보는 편이다(421명, 44.4%), 자주 글을

올리지만, 다른 사람이 올린 글을 자주 보지 않는 편이다(60명, 6.3%),

자주 글을 올리지 않고, 다른 사람이 올린 글도 보지 않는 편이다(40명,

4.2%), 기타(2명, 0.2%)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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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표본 특성

구분
빈도 퍼센트

구분
빈도 퍼센트

명 % % %

성별
남성 456 48.5

SNS

종류

페이스북 654 68.9

여성 485 51.5 트위터 46 4.8

연령

20세 이하 104 11.1
인스타그램 103 10.9

20-29세 357 37.9
카카오스토리 22 2.3

30-39세 358 38.0
네이버밴드 14 1.540-49세 88 9.4

블로그 100 10.550-59세 32 3.4

키다 2 0.260세 이상 2 0.2

학력

초등학교

이하
2 0.2

이용

시간

1년 미만 20 2.1

중학교 21 2.2 1년~2년 미만 56 5.9
고등학교 69 7.3

2년~3년 미만 87 9.2
전문대학 704 74.8

대학교(재학) 136 14.5 3년~4년 미만 110 11.6
대학원 9 1.0

4년~5년 미만 131 13.8

직업

회사원 453 48.1

5년이상 545 57.4사업가(자영

업)
49 5.2

공무원 37 3.9

하루

이용

시간

1시간미만 119 12.5

전문직 98 10.4 1시간~3시간미만 418 44.0
가정주부 13 1.4 3시간~5시간미만 253 26.7
학생 268 28.5

5시간~7시간미만 96 10.1판매/서비스

업
19 2.0

무직 4 0.4 7시간 이상 63 6.6

월소득

200만원 미만 174 18.3

이용

형태

자주 올리고 자주

본다
421 44.4

자주 올리고 자주

안 본다
60 6.3200~300만원 109 11.5

300~400만원 182 19.2
자주 안 올리고

자주 본다
426 44.9

400~500만원 305 32.1

자주 안 올리고

자주 안 본다
40 4.2500~600만원 174 18.3

600만원 이상 5 0.5 기타 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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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변수의 신뢰성 검증결과

변수 항목수 Cronbach's α
상호작용성 2 0.724

사회적 실재감 4 0.853

동의성 2 0.710

흥미성 2 0.820

유용성 2 0.762

전문성 2 0.747

매력성 2 0.753

유대강도 4 0.869

정보신뢰 2 0.846

정보원 신뢰 2 0.707

플랫폼 신뢰 3 0.844

플로우 3 0.774

2차구전의도 2 0.795

과시성향 2 0.757

기회주의 성향 4 0.903

제2절 측정문항의 신뢰성 검증

신뢰성(reliability)이란 동일한 개념에 대해 측정을 반복했을 때 동일

한 측정값을 얻을 가능성을 말하는 것으로 측정의 안정성, 일관성, 정확

성 등과 관련된 개념이다.

측정문항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을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인 Cronbach's α 계수를 이

용하여 각 문항 간의 일관성을 분석하였다. Nunnally(1978)는 탐색적인

연구 분야에서는 Cronbach's α 계수가 0.60 이상이면 충분하고, 기초 연

구 분야에서는 0.80, 그리고 중요한 결정이 요구되는 응용 연구 분야에서

는 0.90 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SPSS 24.0을 이용하여 신뢰도 검증하였다. 다음의 <표

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Cronbach's α가 모두 0.7 이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신뢰할 만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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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측정문항의 타당성 검증

타당성 검정이란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정한 변수들의 구체적인

항목들이 자신의 구성개념과 관련성이 높은지, 다른 구성개념과는 얼마

나 다른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구조 방정식 모델링을 사용하여 관

측변수와 잠재변수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측정 모델은 확인적 요인분

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이용한다. 이 분석은 크론바하

알파를 포함한 신뢰성 분석보다 요인의 단일 차원성에 대한 엄격한 검

정이다. 단일 차원성은 측정항목들의 기저가 되는 단일 잠재 변수가 존

재하는지를 요구하는 것이다(Anderson and Gerbing, 1988). 따라서 구성

개념 타당성(construct validity)을 검정하기 위해 척도의 수렴타당성

(convergent validity)과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평가하기

위하여 Amos 23.0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결과는 <표 5-3>과 같이 나타났다. 측정모형의 적

합도 지표값들이     ,    , GFI=0.874,

IFI=0.919, CFI=0.918, RMR=0.047, RMSEA=0.056으로서 전반적으로 수용할

만한 수준의 적합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모든 항목들의 요인적재량

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성개념 신뢰성(Cpnstruct Reliability)은 기준치인 0.7보다 높고, 평균

분산추출값(AVE)값은 기준치인 0.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든 요인은 수렴타당성에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표 5-4>와 같이

AVE값은 상관계수의 제곱값보다 높게 나타나 판별타당성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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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구성개념 항목

표준화

요인적재

량

구성개념

신뢰성
AVE 적합도

동의성
ty2 0.715

0.694 0.531

    

,    ,

GFI=0.874,

IFI=0.919,

CFI=0.918,

RMR=0.047,

RMSEA=0.056

ty1 0.742

흥미성
qw4 0.854

0.821 0.697
qw2 0.815

유용성
yy4 0.788

0.755 0.607
yy3 0.770

전문성
zy4 0.796

0.739 0.587
zy2 0.735

매력성
ml4 0.744

0.731 0.576
ml3 0.773

유대강도

gx1 0.808

0.866 0.617
gx2 0.736

gx3 0.807

gx4 0.79

동질성
tz4 0.778

0.775 0.633
tz2 0.813

상호작용

성

xh4 0.679
0.704 0.544

xh2 0.792

사회적

실재감

sh1 0.758

0.850 0.587
sh2 0.717

sh3 0.762

sh4 0.825

정보신뢰
xx3 0.729

0.737 0.584
xx2 0.798

정보원신

뢰

yx4 0.757
0.707 0.547

yx3 0.722

플랫폼신

뢰

px3 0.815

0.843 0.642px2 0.803

px1 0.786

플로우

flow5 0.784

0.773 0.533flow4 0.655

flow2 0.746

2차구전

의도

ek2 0.833
0.795 0.661

ek1 0.792

과시성향
xy4 0.693

0.707 0.548
xy1 0.785

기회주의

성향

jh4 0.852

0.898 0.687
jh3 0.872

jh2 0.799

jh1 0.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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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평균분산추출값과 요인 간의 상관계수 제곱값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동의성 .531

흥미성 0.1823 .697

유용성 0.1482 0.4277 .607

전문성 0.1076 0.2601 0.2938 .587

매력성 0.1129 0.2247 0.2218 0.3894 .576

유대강도 0.0906 0.2490 0.2256 0.3528 0.5084 .617

동질성 0.1136 0.2970 0.2601 0.3170 0.5027 0.5746 .633

상호작용성 0.0745 0.1648 0.1798 0.1089 0.0353 0.0222 0.0543 .544

사회적실재감 0.0515 0.1246 0.1267 0.1849 0.2916 0.3564 0.2632 0.0128 .587

정보신뢰 0.1274 0.2683 0.3352 0.4516 0.3944 0.3969 0.4032 0.0973 0.1714 .584

정보원신뢰 0.0955 0.2673 0.3047 0.3919 0.3552 0.3832 0.3469 0.1043 0.1901 0.5670 .547

플랫폼신뢰 0.1050 0.2798 0.3295 0.3660 0.4173 0.4436 0.4330 0.1011 0.1789 0.5730 0.4396 .642

플로우 0.1218 0.1884 0.1384 0.1076 0.1747 0.1884 0.1592 0.0571 0.1267 0.1069 0.1102 0.1289 .533

2차구전의도 0.1063 0.2788 0.3376 0.3283 0.3832 0.4122 0.4516 0.0762 0.1954 0.4570 0.3795 0.1296 0.1714 .661

과시선향 0.0756 0.1176 0.1592 0.1892 0.1823 0.2079 0.2294 0.0918 0.1136 0.1866 0.1616 0.1303 0.0835 0.2088 .548

기회주의성향 0.0006 0.0007 0.0026 0.0012 0.0266 0.0342 0.0106 0.0172 0.0071 0.0002 0.0006 0.1310 0.0213 0.0061 0.0030 .687

<표 5-5> 구성개념 간의 상관계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동의성 1 　 　 　 　 　 　 　 　 　 　 　 　 　 　 　

흥미성 .427** 1 　 　 　 　 　 　 　 　 　 　 　 　 　 　

유용성 .385** .654** 1 　 　 　 　 　 　 　 　 　 　 　 　 　

전문성 .328** .510** .542** 1 　 　 　 　 　 　 　 　 　 　 　 　

매력성 .336** .474** .471** .624** 1 　 　 　 　 　 　 　 　 　 　 　

유대강도 .301** .499** .475** .594** .713** 1 　 　 　 　 　 　 　 　 　 　

동질성 .337** .545** .510** .563** .709** .758** 1 　 　 　 　 　 　 　 　 　

상호작용성 .273** .406** .424** .330** .188** .149** .233** 1 　 　 　 　 　 　 　 　

사회적실재감 .227** .353** .356** .430** .540** .597** .513** .113** 1 　 　 　 　 　 　 　

정보신뢰 .357** .518** .579** .672** .628** .630** .635** .312** .414** 1 　 　 　 　 　 　

정보원신뢰 .309** .517** .552** .626** .596** .619** .589** .323** .436** .753** 1 　 　 　 　 　

플랫폼신뢰 .324** .529** .574** .605** .646** .666** .658** .318** .423** .757** .663** 1 　 　 　 　

플로우 .349** .434** .372** .328** .418** .434** .399** .239** .356** .327** .332** .359** 1 　 　 　

2차구전의도 .326** .528** .581** .573** .619** .642** .672** .276** .442** .676** .616** .722** .414** 1 　 　

과시선향 .275** .343** .399** .435** .427** .456** .479** .303** .337** .432** .402** .473** .289** .457** 1 　

기회주의성향 -0.025 -0.027 -0.051 0.035 .163** .185** .103** -.131** .084* 0.014 0.024 0.017 .146** .078* 0.054 1

주: * p<.1,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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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p<.1, ** p<.05, *** p<.01

<그림 5-1> 가설검증 결과

제4절 가설검증

1. 상관관계분석

본격적인 연구가설의 검증에 앞서 마지막으로 각 구성개념 간의 직접

적인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여 일차적인 관련성 정도를 검증하였다. 분

석결과가 <표 5-5>와 같이 변수들 간에 정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

났으며 방향성도 가설과 일치하였다.

2. 가설검증

본 연구에서 제안된 가설은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그림 5-1>은 연구모형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전체 모형의 적합도 지

수는     ,    , GFI=0.890, AGFI=0.869,

IFI=0.923, CFI=0.923, RMR=0.047, RMSEA=0.059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 설정한 모형은 대체로 높은 수준의 적합도를 보이고 있다.

연구모형 검증결과를 표로 요약적으로 나타내면 다음의 <표 5-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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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가설검증 결과

가설 경로 경로계

수

t p
채택

여부

가설1-1 발신자 전문성 --> 정보원 신뢰 0.587 8.290 *** 채택

가설1-2 발신자 매력성 --> 정보원 신뢰 0.449 1.996 0.046 채택

가설2-1 유대강도--> 정보원 신뢰 -0.343 -1.954 0.051 기각

가설2-2 동질성--> 정보원 신뢰 0.145 1.390 0.164 기각

가설3-1 유대강도--> 구전정보 신뢰 -0.290 -2.978 0.003 기각

가설3-2 동질성--> 구전정보 신뢰 0.312 3.197 0.001 채택

가설4-1 구전정보 동의성--> 구전정보 신뢰 0.031 0.730 0.465 기각

가설2-2 구전정보 흥미성--> 구전정보 신뢰 -0.334 -3.375 *** 기각

가설5-1 구전정보동의성--> 구전정보유용성 0.025 0.517 0.605 기각

가설5-2 구전정보흥미성--> 구전정보유용성 0.757 17.462 *** 채택

가설6-1 상호작용성--> 플랫폼 신뢰 1.966 9.444 *** 채택

가설6-2 사회적 실재감--> 플랫폼 신뢰 0.161 3.994 *** 채택

가설7-1 상호작용성--> 플로우 0.870 6.027 *** 채택

가설7-2 사회적 실재감--> 플로우 0.440 11.268 *** 채택

가설8 1차 발신자 신뢰--> 구전정보 신뢰 0.812 9.180 *** 채택

가설9 플랫폼 신뢰--> 구전정보 신뢰 0.620 9.423 *** 채택

가설10 구전정보 유용성-->구전정보 신뢰 0.214 20327 0.020 채택

가설11 구전정보 유용성-->2차 구전의도 0.153 3.088 0.002 채택

가설12 구전정보 신뢰-->2차 구전의도 0.685 14.988 *** 채택

가설13 플로우 --> 2차 구전의도 0.110 3.823 *** 채택

가설검증 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SNS상의 1차 발신자 특성들이 1차 발신자 신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은 채택되었다. 즉 1차 발신자 특성이 1차 발신자 신뢰

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차 발신자

에 의해 지각되는 1차 발신자의 전문성과 매력성과 같은 특성요인은 2차

발신자로 하여금 1차 발신자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SNS상의 사회관계적 특성들이 구전 정보원 신뢰에 미치는 영향

을 검증하는 가설 2는 기각되었다. 즉 1차 발신자와 2차 발신자 간의 사

회관계 특성인 유대강도와 동질성이 1차 발신자 신뢰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차 발신자와 1차 발신자 간의

유대강도와 동질성이 강하면 서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2차 발신자는 1

차 발신자가 어느 분야에 신뢰할 만한지를 잘 알고 있다. 따라서 1차 발

신자 신뢰에 대한 판단은 유대강도와 동질성 외에 구전정보의 내용 및

특성의 영향도 받을 수 있다.

셋째, SNS상의 사회관계 특성이 1차 구전정보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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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칠 것으로 설정한 가설 3의 경우, 유대강도와 1차 구전정보 신뢰

간의 경로계수가 -0.290으로 나타나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방향이 반대여서 가설3-1은 채택되지 못하였다.

SNS의 친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서적 유대감과 구전정보의 신뢰

정도는 별개의 차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정수영,

2019). 따라서 유대강도가 높은 발신자가 발신한 정보의 신뢰에 정보의

내용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질성과 구전정보 신뢰 간의 경로계수

가 0.312, t값이 3.197로 나타나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가설 3은 채택되었다. 즉 동질성이 강하면 구전정보 신뢰

를 더욱 높게 지각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1차 구전정보 동의성과 1차 구전정보 신뢰 간의 경로계수가

0.031, t값이 0.730로 나타나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차 구전정

보 흥미성과 1차 구전정보 신뢰 간의 경로계수가 –0.334, t값이 –3.375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방향이 반대여서 가

설4-2도 채택되지 못하였다. 이는 최근에 소비자들이 SNS상에 수많은

구전정보를 접하면서 구전정보 신뢰를 판단할 때 동의성이나 흥미성보다

정보 자체에 있는 유용성과 같은 콘텐츠적인 요소가 주 역할로 작용하기

때문이다(김준희, 서창혁, 2010).

다섯째, SNS상의 1차 구전정보 동의성이 1차 구전정보 유용성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설정한 가설 5-1은 기각되었으며, 1차 구전정

보 흥미성과 1차 구전정보 유용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5-2는

채택되었다. 이는 최근 정보기술 및 모바일 기술의 발달에 따라 소비자

들이 SNS를 통해 수많은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정보특성에 대해 잘 이

해하며 정보 유용성을 판단할 때 동의성보다 흥미성이 주 역할을 작용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섯째, SNS 특성이 플랫폼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가설 6의

검증 결과, SNS 상호작용성(경로계수가 1.966, t값이 9.444), 사회적 실재

감(경로계수가 0.161, t값이 3.994)이 모두 플랫폼 신뢰에 유의한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호작용성과 사회적 실재감이 높

으면 플랫폼 신뢰를 더욱 높게 느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일곱째, SNS 특성이 플로우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가설 6은 채택

되었다. 즉 상호작용성과 사회적 실재감이 높으면 플로우를 더욱 높게

느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여덟째, 1차 발신자 신뢰가 1차 구전정보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설정한 가설 8은 채택되었다. 즉 1차 발신자의 신뢰가 높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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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구전정보 신뢰가 더욱 높다고 볼 수 있다. 플랫폼 신뢰와 1차 구전

정보 신뢰 간의 경로계수가 0.620, t값이 9.423로 나타나 유의수준 0.01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9는 채택되었다. 즉 플랫폼

신뢰가 높으면 1차 구전정보 신뢰가 더욱 높다고 볼 수 있다.

아홉째, 1차 구전정보 유용성이 1차 구전정보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설정한 가설 10은 채택되었다. 즉 1차 구전정보 유용성이

높으면 1차 구전정보 신뢰가 더욱 높다고 볼 수 있다.

열째, 1차 구전정보 유용성과 2차 구전의도 간의 경로계수가 0.153, t

값이 3.088로 나타나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가설 11은 채택되었다. 즉 1차 구전정보 유용성이 높으면 2차 구전

의도가 더욱 높다고 볼 수 있다.

열한째, 1차 구전정보 신뢰성과 2차 구전의도 간의 경로계수가 0.685,

t값이 14.988로 나타나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가설 12는 채택되었다. 이는 기존의 선행 연구들(이은영, 2004;

임종원, 이은영, 2007; 서운희, 2008; 조원섭, 조문식, 2010; 장해, 박주식,

2015 등)의 결과에 일치한다. 따라서 SNS 환경에서 구전정보 신뢰가

높을수록 2차 발신자의 2차 구전의도가 더욱 높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열둘째, 플로우가 2차 구전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설정

한 가설 13의 경우, 경로계수가 0.110, t값이 3.823로 나타나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13은 채택되었다. 즉

플로우가 높으면 2차 구전의도가 더욱 높다고 볼 수 있다.

3. 2차 발신자 개인 특성의 조절효과 검증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AMOS를 이용한 다중집단분석에 의한 

차이검증(chi-square difference test) 및 대응별 모수비교(pairwise

parameter comparison)을 실시하였다. 차이검증법은 독립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의 관계가 과시성향 고저에 대해 동일하도록 제약을 가한 등가

제약모형(equality constrained model)과 제약을 가하지 않은 비제약모형

(unconstrained model)으로 구분하여 두 모형의 차이를 통해 조절효과

를 검증하는 방법이다. 차이가 유의적이라면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있

음을 의미하며, 이는 조절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대응별 모수비교에 의

한 방법은 비제약모델에서 개별 모수의 차이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두 모

수의 z통계량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두 모수의 차이가 ±1.96 이상이거

나 또는 ±2.58 이상이면 각각 α=0.05, α=0.01에서 유의적이라고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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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배병렬, 2015).

3.1 2차 발신자 과시성향의 조절효과

2차 발신자 과시성향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과시성향 평균

(mean=3.63)을 기준으로 낮은 저과시성향 집단(n=506)과 과시성향 높은

고과시성향 집단(n=443)으로 나누어 다중집단분석에 의한 차이검증

(chi-square difference test)을 실시하였다.

<표 5-7> 과시성향의 조절효과 검증 결과

가설 경로

표준화된 경로계수

C.R.
채택

여부
저과시성

향집단

고과시성

향집단

가설14-1 구전정보 유용성 --> 2차 구전의도 .062 .263﹡﹡﹡ -2.454 채택

가설14-2 구전정보 신뢰 --> 2차 구전의도 .693﹡﹡﹡ .722﹡﹡﹡ -1.016 기각

가설14-3 플로우 --> 2차 구전의도 .171﹡﹡﹡ .045 1.629 기각

주: * p<.1, ** p<.05, *** p<.01
  

  분석결과, 제약모형과 비제약모형의 경로계수가 동일하다는 제약모형

간의 ∆   ∆         이므로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신자 과시성향의 조절효과를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대응별 모수비교에서 구전정보 유용성과 2차 구전 의도 간의 경로계수

차이 검증 결과, 고과시성향집단에서의 경로계수는 0.263﹡﹡﹡로 유의하게 나

타나며, 저과시성향집단의 경로계수는 0.062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며

두 경로계수의 차이에 대한 검증통계량은 –2.454로 나타나 유의수준

0.05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14-1은 채택되었다.

구전정보 신뢰와 2차 구전 의도 간의 경로계수 차이 검증 결과, 고과시

성향집단에서의 경로계수는 0.722﹡﹡﹡ 저과시성향집단의 경로계수는 0.693﹡﹡﹡
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두 경로계수의 차이에 대한 검증통계량은

–1.016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4-2는 기각되었다. 플로우와 2차 구전 의도 간의 경로계수 차이 검증

결과, 고과시성향집단에서의 경로계수는 0.045, 저과시성향집단의 경로계

수는 0.171﹡﹡﹡로 나타났지만 두 경로계수의 차이에 대한 검증통계량은

1.629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14-3

은 기각되었다. 즉 과시성향 높은 2차 발신자는 구전정보 유용성을 판단

해서 자기만 가지고 있는 유용한 정보를 2차적으로 발신할 의도가 더욱

높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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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차 발신자 기회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2차 발신자 기회주의성향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기회주의성향

평균(mean=2.41)을 기준으로 낮은 저기회주의성향 집단(n=522)과 기회

주의성향 높은 고기회주의성향 집단(n=427)으로 나누어 다중집단분석에

의한 차이검증(chi-square difference test)과 대응별 모수비교를 실시

하였다.

<표 5-8> 기회주성향의 조절효과 검증 결과

가설 경로

표준화된 경로계수

C.R.
채택

여부

저기회주

의성향집

단

고기회주

의성향집

단

가설15-1 구전정보 유용성 --> 2차구전의도 .260﹡﹡﹡ .035 1.799 기각

가설15-2 구전정보 신뢰 --> 2차구전의도 .612﹡﹡﹡ .733﹡﹡﹡ -2.255 채택

가설15-3 플로우 --> 2차구전의도 .073 .190﹡﹡﹡ -1.512 기각

주: * p<.1, ** p<.05, *** p<.01

  

  분석결과, 제약모형과 비제약모형의 경로계수가 동일하다는 제약모형

간의 ∆   ∆      ≺   이므로 수신자 기회주의성향

의 조절효과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별 모수비교에서 구전정보 유용성과 2차 구전 의도 간의 경로계수

차이 검증 결과, 고기회주의성향집단에서의 경로계수는 0.035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며, 저기회주의성향집단의 경로계수는 0.260﹡﹡﹡로 유의하게 나타

났으며 두 경로계수의 차이에 대한 검증통계량은 1.799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15-1은 기각되었다. 구전정보

신뢰와 2차 구전 의도 간의 경로계수 차이 검증 결과, 고기회주의성향집

단에서의 경로계수는 0.733﹡﹡﹡ 저기회주의성향집단의 경로계수는 0.612﹡﹡﹡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 두 경로계수의 차이에 대한 검증통계량은 –2.255

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15-2는 채

택되었다. 플로우와 2차 구전 의도 간의 경로계수 차이 검증 결과, 고기

회주의성향집단에서의 경로계수는 0.190﹡﹡﹡, 저기회주의성향집단의 경로계

수는 0.073으로 나타나 두 경로계수의 차이에 대한 검증통계량은 –1.512

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15-3은 기

각되었다. 즉 기회주의성향 높은 2차 발신자는 구전정보 유용성이나 플

로우보다 구전정보 신뢰를 중심으로 판단해서 구전정보 신뢰가 2차 구전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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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토의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많이 사용하는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이론과

Lasswell의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이론적 틀로 SNS상의 온라인 구전 커

뮤니케이션을 구전정보 특성(자극), SNS 특성(채널), 발신자 특성, 사회

관계적 특성(상황적 요인), 수신자 특성, 모바일 환경 경험 설명의 주요

변수인 플로우 개념(상황적 요인) 등을 포함하여 SNS상의 구전 효과인

2차 구전 의도에 관한 통합적 연구모형을 검증한 본 연구의 결과가 다음

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SNS상의 1차 발신자 특성인 전문성, 매력성이 1차 발신자 신뢰

및 1차 구전정보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한 결과, 1차 발신자 전문

성과 매력성이 1차 구전정보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의 전문성과 매력성이 높으면 그렇지 않

은 사람에 비해 그 사람 및 그 사람이 발신한 정보에 대한 신뢰가 높아

지게 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hanian,

1990; Wangenheim and Bayón, 2004; Choi and Rifon, 2002; Hass,

1981; Hong, 2005; Hong, 2005; Sohn, 2013). 이는 전통적인 구전 커뮤니

케이션의 선행연구(Robertson et al., 1984; Wilson and Sherrel, 1993)에

서 밝혔듯이 전문성이 구전 정보의 신뢰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

보원천의 주요한 구성요소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둘째, 사회관계 특성인 동질성은 SNS 1차 구전정보의 신뢰성에 유의

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유대강도는 구전정보 신

뢰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 친구의 정서적 유대

감과 구전정보의 신뢰정도는 별개의 차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

측할 수 있다(정수영, 2019). 2차 발신자와 1차 발신자 간의 유대강도가

강하면 서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2차 발신자는 1차 발신자가 어느 분야

에 신뢰할 만한지를 잘 알고 있다. 따라서 1차 발신자가 발신한 구전정

보의 신뢰에 대한 판단은 유대강도와 동질성 외에 구전정보의 내용 및

특성의 영향도 받을 수 있다.

셋째, SNS상의 1차 구전정보 특성이 1차 구전정보 신뢰 및 유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한 결과, 흥미성이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며, 유용성이 1차 구전정보 신뢰 및 2차 구전의도에 유의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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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의성은 1차 구전정보 유용성과 신

뢰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최근에 소비자들이 SNS

상에 수많은 구전정보를 접하면서 구전정보 신뢰를 판단할 때 동의성이

나 흥미성보다 정보 자체에 있는 유용성과 같은 콘텐츠적인 요소가 주

역할로 작용하기 때문이다(김준희, 서창혁, 2010).

넷째, SNS 특성이 플랫폼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검증결과, 상호

작용성과 사회적 실재감이 플랫폼 신뢰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SNS가 전달하는 상호작용성과 사회적 실재감

이 높다고 느낄수록 이용자는 해당 SNS에 대해 높은 신뢰를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SNS 특성이 SNS 플로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검증결

과, 상호작용성과 사회적 실재감이 플로우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모

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SNS가 전달하는 상호작용성과 사회적 실재

감이 높다고 느낄수록 이용자는 해당 SNS에 집중하고 충성도 높은 행

동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상호작용성이 플로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결과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곽동성,

임기흥, 권진희, 2012; 김소영, 주영혁, 2001; Huang, 2003). 사회적 실재

감이 플로우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의 검증결과도 기존 연구(조동석,

이해영, 2015)와 같은 맥락이다.

다섯째, 1차 발신자 신뢰와 플랫폼 신뢰는 1차 구전정보 신뢰에 유의

미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차 발신자 신뢰와 플

랫폼 신뢰가 높게 지각하면 관련 1차 구전정보에 대한 신뢰도 높게 지각

하는 것이다. 이는 제공자신뢰에서 콘텐츠 신뢰로 전이됐다는 연구결과

는 Wood et al.（2008); 채성욱 외（2009)의 연구결과와 같다.

여섯째, 1차 구전정보 유용성, 1차 구전정보 신뢰 및 플로우가 2차 구

전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차 발신자

가 SNS 1차 구전정보의 유용성, 신뢰성 및 플로우를 높게 지각할수록

다른 사람에게 구전을 2차적으로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나

타낸다. 이는 전통적인 오프라인 구전연구(김창호, 황의록, 1997)와 기존

온라인 구전연구(이성철 외, 2013)에서 검증된 유용성 및 플로우가 구전

효과의 관계가 SNS상의 온라인 구전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2차 발신자 개인성향인 과시성향과 기회주의성향의 조절효

과의 검증결과, 과시성향의 경우, 1차 구전정보 유용성과 2차 구전의도

간의 관계에만 유의하다. SNS상의 과시는 주로 지식공유와 연관되어 있

으며(Featherstone, 2010), 자신만이 아는 정보를 공유하거나 자신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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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을 주장하는 등의 글을 올리는 형태를 과시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이

러한 정보공유 행위를 통해 사회적인 적응에서 자신이 앞서 나가고 이는

우월성을 보여주고자 한다. SNS상의 과시는 기본적인 기능이 자신의 능

력과 자질의 과시(박창호, 2012)라기 때문에 유용성의 역할이 매우 중요

한 것이다. 따라서 2차 구전에서 과시성향이 높은 사람은 그 정보가 유

용하다고 판단해야 2차적으로 더욱 많이 할 것이다.

반대로 기회주의성향의 조절효과는 1차 구전정보 신뢰와 2차 구전 의

도 간의 관계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같은 신뢰 수준의 구전정보에

대하여 기회주의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보다 2차적으로 전달

할 의도가 더 높을 것이다. 즉 기회주의성향 높은 사람은 실수의 가능성

이 최소화함으로써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회피하고자 하며, 의

사결정을 할 때 신뢰를 기초로 하는 것이다. 기회주의성향 높은 2차 발

신자는 구전정보 유용성이나 플로우보다 구전정보 신뢰를 중심으로 판단

해서 구전정보 신뢰가 2차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강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조절효과로 보는 2차 발신자 특성인 과시성향과 기회주의

성향은 조절초점이론의 측면에서 1차 구전과 2차 구전의 차이에 대하여

해석할 수 있다. 조절초점이론에 의하면 향상초점 성향을 지니는 사람은

성취와 갈망과 같은 것에 대한 욕구를 강력하게 가지며 위험을 더 감수

하더라도 새로운 것도 도전하려는 도전정신이 강해서 1차 구전을 많이

하는 반면, 예방초점 성향을 지니는 사람은 새로운 변화에 따르는 실수

의 가능성을 최소화함으로써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회피하고자

하며, 이러한 영향으로 의사 결정을 할 때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태

도를 나타나(Higgins, Shah and Friedman, 1997). 구전신뢰를 중심으로

사회적 위험을 회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 있는 2차 구전을 더

많이 하는 것이다.

제2절 연구의 시사점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스마트폰과 SNS의 보편화에 따라 사람들의 온라인 주 활

동 무대가 SNS로 옮겨감에 따라 온라인 구전 정보의 흐름도 SNS로 이

동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온라인 구전이 SNS

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존 온라인 구전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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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들에서 주로 이루어졌던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 블로그, 쇼핑몰

중심이 아닌 SNS상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 구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구에 적용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미가 있는

것이다.

둘째, 온라인 구전확산 관련 기존 선행연구들은 주로 1차 발신자에 초

점을 두고 있었던 것에 비해 본 연구는 구전 파급효과 및 구전사슬의 연

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2차 구전에 초점을 맞추고 관련된 변수를

규명하고 관련 변수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미가 있다. 또한 온라인 구전정보의 2차 구전을 용이하게 하는 통신기

술과 관련 앱들의 등장으로 인한 소비자 행동 변화를 반영하여 2차 구전

과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진

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셋째, 기존 연구에서 구전정보 수신자의 능력 혹은 지식을 함께 고려

하는 것이 부족하여 효과를 명확히 밝히는데 한계가 있다(김지숙, 권혁

기, 2016). 구전효과는 발신자와 정보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은 물론 수

신자의 개인 심리학적 성향에 의존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수신자의 과

시성향과 기회주의성향을 조절효과로 검증하였다. 그동안 선행연구들에

서 구전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수신자 개인적 특성요인들로 주로 다루어

진 관여도, 제품지식 외에도 구전효과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이론적 시사점을 가진다. 특히 본 연구에서 조절

효과로 보는 수신자 특성인 과시성향과 기회주의 성향은 조절초점이론의

측면에서 1차 구전과 2차 구전의 차이에 대하여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

면서 이론적 의미가 있다.

넷째, 신뢰는 다면적이고 다양한 수준을 가지고 있는 다차원성으로

구성된 개념이다(Schoorman et al., 2007). 온라인 구전 커뮤니케이션에

서 신뢰의 대상은 정보원뿐만 아니라 정보자체, 매체도 될 수 있다. 인간

과 기계가 만나는 가상공간에서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설득이 일어나기 위

해서는 정보원, 매체 신뢰가 매우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다(정혜경,

2008). 선행 연구에 따르면, 신뢰성은 메시지 신뢰성(message

credibility), 매체 신뢰성(media credibility), 정보원 신뢰성(source

credibility)의 차원으로 설명되고 있다(Flanagin and Metzger, 2008;

Johnson and Kaye, 2002; Melican and Dixon, 2008). 하지만 온라인 구

전 신뢰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신뢰를 유형화하지 않고 하나의 선행변수

로 파악하였다. 온라인 환경에서의 신뢰 속성과 관련하여 신뢰가 다차원

을 포함하는 구성개념에도 불구하고 이전 연구에서는 신뢰를 단일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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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개념으로 간주하고 있다(McKnighe et al., 2000; Gefen et al., 2003).

본 연구에서는 SNS상의 구전 신뢰를 대상에 따라 정보원 신뢰, 플랫폼

신뢰와 구전정보 신뢰로 구분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이론

적 의미가 있다.

다섯째, 기존 선행연구들은 온라인 구전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을 단편적으로 다룬 연구들이 대부분이며, 특히 구전 발신자가 어떤 사

람들인가에 대한 접근보다는 효과적인 구전 정보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

서 관심을 가져왔다(박탄우, 2014). 본 연구는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이론

을 연구의 틀로 SNS를 통한 온라인 구전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

인들을 구전정보 특성, 발신자 특성, 수신자 특성, 특히 기존 통합모형에

많이 검증되지 않는 매체특성과 상황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

여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SNS를 통한 2차 구전 의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모형을 제시하여 SNS상의 2차 구

전 의도에 대한 실증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SNS상의 2차 구전 의도에

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기존 모형을 확장하고 과학적 인식을 제고

할 수 있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실무적 차원에서 SNS상에서 소비자가 구매의사결정 및 2차 구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기업들이 기존에 의

존하던 마케팅 방식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한 시점이다. 특히 2차

구전이 많이 이루어져야 구전정보가 더 많은 소비자에게 더 멀리 전파되

면서 더욱 좋은 마케팅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SNS상의 구전 정보 흥미성이 유용성에, 유용성이 구전정보 신

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구전정보 신뢰를 통해 2차 구전 의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온라인 구전을 지속

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해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흥미성과 유

용성이 높은 온라인 구전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관찰하고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자사에 유리한 온라인 구전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유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정 제품의 긍정적 구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

가에게 제품력을 인정받아서 전문가로 하여금 긍정적 구전정보를 생산하

도록 하고 SNS를 통해 일반 대중들에게 점증적으로 입소문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전정보 동의성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

다. 이는 최근 소비자들이 수많은 구전정보를 접하면서 동의성과 같은

상업적 의도 보이는 특성들이 소비자의 2차 구전에서 작용하지 않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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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따라서 기업들이 상업적 의도 보이는 정보보다 흥미성과 유용성

을 중심으로 구전정보를 작성 및 관리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실시간으로 소비자 간 의견이 오가는 SNS상에서 발신자의 전문

성과 매력성이 2차 구전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들은 자기 계정으로 정보 올릴 때나 전문성과 매력성에 중점

을 둔 전략을 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SNS를 통한

구전 발신자들 중에서 특정 분야에 대해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구전활동을 통해 피동적인 수신자들의

구전정보 신뢰 및 2차 구전 의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러므로 기업은 특정

분야에 전문성과 매력성을 가지고 특히 SNS상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발신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셋째, SNS 상호작용성과 사회적 실재감이 플랫폼과 플로우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며, 플로우가 2차 구전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마케팅관리자는 사용자의 상호작용성과 사회적 실재감이 높고 사

용자의 플로우를 쉽게 야기하는 SNS를 선택하여 구전정보를 관리할 필

요가 있다.

넷째, 구전정보 유용성과 2차 구전의도 간의 관계에 수신자 과시성향

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결과에 따라 2차 구전에서 1차 수신자 과시성향의

역할을 중시해야 한다. 추가분석을 통해 과시성향이 높은 집단에 63.2%

의 사람들은 SNS를 5년 이상 사용하였으며, 64.1%는 SNS상에 글을 자

주 올린다. 60.7%의 월 소득 수준이 400만 원 이상이다. 따라서 기업은

이러한 특성을 통해 SNS 사용자의 과시성향을 판단해서 과시성향이 높

은 사용자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기회주의성향이 높은 수신자들의 구전정보 신뢰가 2차 구전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강하다. 추가분석을 통해 기회주의성향이 높은

집단에서 20-29세 연령대의 비율(41.2%)이 가장 높다. SNS 사용형태중

“자주 안 올리고 자주 본다”가 자장 높은 비율(46.6%)을 차진다. 따라서

기업은 SNS 이용자들의 연령대와 SNS 이용형태를 기준으로 기회주의

행동 경향이 높은 수신자를 파악하여 이용자별 대응전략 수립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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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으며 향후 연구에

서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본 연구는 2차 구전 의도에 관한 초기 탐색적인 연구 성격으로

인해 1차 구전과 2차 구전의 차이에 대하여 조절초점이론 근거하여 검증

했는데 충분하게 못하였다. 이는 향후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다루어야 할

주제로 판단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1차 구전과 2차 구전 간의 차이에 대

해 더 다양한 이론 근거를 바탕으로 충분하게 구분하며, 2차 구전에 특

유한 변수들을 중심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관계적 특성인 유대강도가 구전 1차 발신자 신뢰 및 1차 구

전정보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2차 발신자

와 1차 발신자 간의 유대강도가 강하면 서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차

발신자의 신뢰 및 발신한 구전정보의 신뢰에 대한 판단은 유대강도 외에

구전정보의 내용 및 특성의 영향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본 연

구의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들을 가장 기억에 남은 구전정보를 떠올리면

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구전정보에 포함된 제품이나 서비스나 브

랜드와 같은 내용의 특성들을 통제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정교한 조사방법을 개발하여 구전정보 내용의 영향을 충분히 검토할 필

요가 있다.

셋째, 구전효과는 정보원과 정보자체에 의해 영향을 받는 동시 수신의

개인 성향에 의존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2차 발신자의 개인 과

시성향과 기회주의성향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는데, 이 외에도 온라인

구전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수신자 개인 성향이 많이 존재하며 향후 연구

에서 더 많은 수신자 개인 성향 요인들의 역할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

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2차 발신자 기회주의성향의 조절효과에 관한 이

론적 근거가 충분하지 못하였다. 향후연구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기회주

의성향에 대하여 보다 충분한 이론적 근거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회주의성향의 조절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의

방향성(긍정적/부정적; 이익/손실)에 대해 통제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

에서 가상 플랫폼이나 가상 구전정보를 제작하는 것과 같은 보다 정교한

연구방법을 개발하여 더 정확한 연구결과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최근 모바일 환경에서의 플로우가 마케팅적으로 중요한 가치

를 지니고 있으며, SNS에서의 플로우가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나고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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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본 연구의 SNS상의 2차 구전의도의 통합모형에서 매체특성으로

플로우의 역할을 검증하였다. 그러나 플로우 외에도 다양한 SNS 관련

매체특성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SNS 관련 매체특성 변수 특

히 2차 구전에 유의미한 변수를 검토 및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플로

우가 SNS 상의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SNS상의 1차 구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SNS상의 2차 구전에 초점을 두고

2차 구전에서 플로우의 역할만 검증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SNS상의 1

차 구전에서 플로우의 역할 그리고 1차 구전과 2차 구전에서 플로우 역

할의 차이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SNS 이용 층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향후 개

인적 특성요인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대, SNS 이용 동기 등에 따라 좀

더 세분화하여 본 연구모형을 적용해본다면 더욱 다양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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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Statista, a specialized market research organization,

the number of social network service (SNS) users worldwide

exceeds 2.77 billion 2018, and it is expected to increase by nearly 3

billion by 2021. As the amount of information that consumers can

view increases exponentially, and as consumers' powers and

capabilities increase, consumers' marketing knowledge has been

accumulated, resulting in a fundamental change in consumers'

purchasing decisions (Heo, 2012). In the past, the four traditional

media's information has played an essential role in consumers'

purchasing decisions. But now, consumers no longer rely on

information driven by companies and brands to get information about

the services and products they want to buy. Currently, consumers

directly seek advice from friends or colleagues in the same situation

through social media, especially SNS, and visit stores or websites

after making a purchase decision(Pearson, 2011). Although existing

marketing has dramatically decreased due to the change in the

consumer purchasing decision-making process, online word of mouths,

such as acquaintance recommendation and testimonials through SNS

is gradually increasing in influence on consumer purchasing

decision-mak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expression of

word of mouth on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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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secondary eWOM such as Facebook's Share and

Twitter's retweets have become more active. However, previous

studies focus on the sender's oral behavior, but at the

sender-receiver/resender-receiver phase, the study of resending

behavior, is insufficient.

Therefore, this study presents an integrated research model on the

secondary eWOM effect on SNS, which including the antecedents of

eWOM reliability on SNS and its impact on the intention of the

secondary eWOM, Given the lack of empirical research on the

secondary eWOM intention on SNS, we propose a theoretical basis

for the secondary eWOM intention on the SNS, expand the existing

model, and raise scientific awareness.

To verify the model of this study, the sample was targeted at

ordinary consumers who were familiar with the Internet environment

and had various experiences in eWOM on SNS. The respondents

were asked to respond to this study's questionnaire, recalling related

information on the most memorable companies, products, and services

encountered on SNS. The collected data were statistically analyzed

using SPSS 24.0 and AMOS 23.0.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expertise

and attractiveness of thr sender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sender's reliability and the eWOM information. Second, homogeneity,

a characteristic of social relations, has been shown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influence on the reliability of SNS eWOM

information. Still, the tie strength had a negative impact on eWOM

information reliability. Third, this study founds that interest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usefulness, and usefulness has a significant

effect on eWOM information reliability and secondary eWOM

intention. This result revises how the online eWOM information

characteristics on SNS affect the reliability and effectiveness of

eWOM information. However, consensus did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o the usefulness and reliability of eWOM information.

Fourth, as a result of verification on the impact of SNS

characteristics on platform reliability, the positive impact of interaction

and social presence on platform reliability was both significant. Fif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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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rst sender reliability and platform reliability were shown to have

significant positive (+) effects on eWOM information reliability. Sixth,

the reliability and usefulness of eWOM information, and flow have

been shown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secondary eWOM

intention. Finally, the moderate effects of conspicuousness and

opportunistic propensity were significant.

Through this, the following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were derived.

Theoretical implications, first, it is theoretically meaningful in that

this study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eWOM on SNS rather than

on specific online communities, blogs, and shopping malls. Second,

this study is theoretical in that it focused on the eWOM ripple effect

and the secondary eWOM, which plays an essential role in the annals

of the eWOM chain, identified the variables involved and examined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ables concerned. Third, the

propensity for conspicuousness and opportunism, which are the

receiver's characteristics viewed a moderate effect in this study,

have a theoretical meaning in presenting future research directions on

the differences between the first and secondary eWOM. Fourth, it is

theoretical in that this study has empirically verified the eWOM

reliability on SNS by dividing it into information source reliability,

platform reliability, and eWOM information reliability. Fifth, this study

has theoretical implications in that it presents an integrated model

that comprehensively considers the factors that affect the intention of

the secondary eWOM through SNS from a more comprehensive

perspective, considering various factors such as information

characteristics, sender characteristics, receiver characteristics, media

characteristics and situational factors that affect the eWOM effect

through SNS.

For practical implications, first, from the perspective of a company

that continually monitors and responds to consumers' eWOM,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observe and react to eWOM

of high interest and usefulness. Second, on SNS, where opinions

between consumers are exchanged in real-time, the sender's expertise

and attractiveness are found to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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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ary eWOM. Therefore, it suggests that companies need to set

strategies that focus on expertise and attractiveness when posting

information on their accounts. Third, marketing managers need to

manage eWOM information by selecting SNS that has high user

interaction and high social presence. Fourth, the role of

conspicuousness in the secondary eWOM should be valued. Fifth, it

suggests that companies need to pay attention to recipients who

engage in opportunistic behavior through age and SNS usage

patterns.

Despite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this study still has

limitations and under further development. First, due to the nature of

the early exploratory study of the intention of the secondary eWOM,

the differences between the first and secondary eWOM were verified

but were not sufficient. It is related to judged to be a topic that will

continue to be addressed in future studies. Second, the survey of this

study asked respondents to respond by recalling the most memorable

eWOM information. However, it could not control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tents such as products, services, and brands included in the

eWOM information. Future studies need to develop more sophisticated

methods of investigation to examine the impact of eWOM

information. Third, we have verified the recipient's conspicuousness

and opportunistic's moderate effects. Many other personal propensity

factors affect the eWOM, and empirical studies are needed on more

receiver individual propensity factors in future studies. Forth, since

flow in the mobile environment has an important marketing value in

recent years, and flow in SNS appears as a significant variable, the

role of flow in the integrated model of the secondary word of mouth

intention on SNS in this study was verified. However, besides flow,

there are various SNS-related media characteristics. In future studies,

it is necessary to review and verify the SNS-related media

characteristics variables, especially those that are meaningful for

secondary word of mouth. Also, since flow is an important variable

in the use of SNS, it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first word of

mouth on SNS. However, this study focused on the secondary word

of mouth on SNS and verified only the role of flow in the second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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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 of mouth. In future studies,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role of

flow in the first word of mouth on SNS an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role of flow in the first and secondary word of mouth. Finally,

since the current SNS users are becoming more and more diverse, it

is expected that more diverse results will be obtained, mainly if this

research model is applied by subdividing. We suggest considering

personal characteristics such as gender, age, and motivation for using

SNS in future studies.

Key words: SNS, Secondary eWOM, Information

characteristics, Sender characteristics, Receiver

characteristics, Social relation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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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박사과정 장해입니다.
  본 설문지는 <<SNS상의 2차 구전의도 통합모형에 관한 연구>>에 대한 박사학위논문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다. 
  본 설문지의 질문에는 맞고 틀린 답이 없습니다. 평소 귀하의 생각이나 행동을 그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무기명 처리되어 오직 통계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될 뿐, 그 이
외의 목적으로는 결코 사용되지 않습니다.
  설문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본 설문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박사과정 장  해

연락처: 010-2358-8811

이메일: hisea8811@naver.com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이하 SNS)란?
SNS란 웹상에서 친구, 선후배, 동료 등 지인과의 인맥 관계를 강화시키고, 새로운 인맥을 쌓으며 폭넓은 인적 네
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이다. 인터넷에서 개인의 글을 공유하고,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1인 미
디어, 1인 커뮤니티라 할 수 있다.
※<대표적인 SNS는?>
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 인스타그램(Instagram),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밴드, 라인, 미투데이, 마이
스페이스(My Space), 유튜브(Youtube), 블로그(Blog), 커뮤니티(카페, 클럽), 싸이월드, 미투데이(Me2day) 등이 
포함된다.
※<SNS상의 온라인 구전>는 기업, 제품, 서비스 등과 관련하여 SNS(ex. 페이스북, 트위터 등)를 통해 소비자들
이 자신들의 경험이나 지식을 바탕으로 올린 글, 상품평, 제품리뷰, 구매후기, 사용후기, 추천글 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SNS 상에 뉴스피드, 댓글, 게시글, 담벼락, 팬페이지, 트윗, 쪽지 등에 있는 소비자 의견을 말합니다.

설문지

<응답 시 참고시항>

1. 다음은 SNS 이용 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1-2. 귀하께서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SNS은 무엇입니까?(하나만 체크해주세요)
    ① 페이스북    ② 트위터    ③ 인스타그램  ④ 카카오스토리 
    ⑤ 네이버 밴드     ⑥ 블로그    ⑦ 기타(         )

1-3. 귀하께서 앞서 응답하신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SNS에 가입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체크해주세요)
    ① 글, 지식을 습득 및 공유   
    ② 친목, 교제 
    ③ 취미생활
    ④ 개인적인 관심사 공유    
    ⑤ 타인이 게시한 콘텐츠를 살펴보기
    ⑥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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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귀하께서 앞서 응답하신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SNS의 이용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① 1년 미만          ② 1년 ~ 2년 미만     ③ 2년 ~ 3년 미만 
    ④ 3년 ~ 4년 미만    ⑤ 4년 ~ 5년 미만     ⑥ 5년 이상

1-5. 귀하께서 앞서 응답하신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SNS 하루 평균 이용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 ~ 3시간 미만      ③ 3시간 ~ 5시간 미만  
    ④ 5시간 ~ 7시간 미만    ⑤ 7시간 이상

1-6. 귀하의 SNS 이용 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① 자주 글을 올리고, 다른 사람이 올린 글을 자주 보는 편이다. 
    ② 자주 글을 올리지만, 다른 사람이 올린 글을 자주 보지 않는 편이다.
    ③ 자주 글을 올리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올린 글을 자주 보는 편이다.
    ④ 자주 글을 올리지 않고, 다른 사람이 올린 글도 보지 않는 편이다.
    ⑤ 기타 (                     )

2. 다음은 귀하가 주로 사용하시는 SNS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체크해주세요.

측정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상호
작용성

SNS는 원하는 글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SNS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SNS는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댓글, 좋아요, 채팅 등)를 보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SNS는 사람들과의 공감대 형성기회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정보
제공성

SNS를 통해 최신 정보를 접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SNS를 통해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SNS는 특정 의견에 대한 신속한 피드백(댓글 등)을 제공한
다.

① ② ③ ④ ⑤

SNS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사회적 
실재감

SNS 상에서는 글 작성자와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처럼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SNS 상에서는 글 작성자와 가까이 있다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SNS 상에서는 글을 보면 내가 그 작성자와 함께 보고 있다
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SNS 상에서는 글 작성자와의 사회적 관계가 현실과 비슷하
게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SNS 상에서는 글 작성자와 함께 있다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3. 다음은 귀하가 주로 사용하시는 SNS에서 경험하는 플로우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체
크해주세요.

측정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플로우

나는 SNS를 사용하는 동안 매우 집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SNS를 사용하는 동안 나도 모르게 완전히 빠져들곤 
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SNS를 사용하는 동안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SNS를 이용하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처음에 의도했던 사용
시간을 넘기기가 일쑤이다. ① ② ③ ④ ⑤

SNS를 이용하는 동안 내 주변 일에 대해 잊어버리곤 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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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올라온 상품평 또는 추천 글들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신 후 아래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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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귀하는 SNS 상에서 위와 같은 상품평 또는 추천 글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아래의 2번 문항부터 응답해주세요.)
  ② 없다(10번 문항부터 응답해주세요.) 

아래의 문항부터는 귀하가 SNS 상에서 보았던 가장 기억에 남는 상품평 또는 추천 글에 관한 질문입
니다. 기억에 남았던 상품평 또는 추천 글을 떠올리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귀하께서 SNS 상에서 보았던 상품평 또는 추천 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글을 떠올리면서 아래의 질문에 답해 주
시기 바랍니다.

측정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동의성

해당 글의 댓글 수가 많았다. ① ② ③ ④ ⑤
해당 글의 추천의 수가 많았다. ① ② ③ ④ ⑤
해당 글을 동의(좋아요/하트 버튼)하는 사람이 많았다. ① ② ③ ④ ⑤
해당 글의 공유 수가 많았다. ① ② ③ ④ ⑤

흥미성

해당 글은 새로운 글을 포함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해당 글의 내용은 나의 호기심을 자극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해당 글은 다른 글보다 독특하고 재미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해당 글은 나에게 흥미를 일으켰다. ① ② ③ ④ ⑤

유용성

해당 글은 유용하다고 생각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해당 글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해당 글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해당 글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최신성

해당 글은 최근에 만들어 진 것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해당 글의 업데이트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해당 글을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최근 글을 알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해당 글을 통해 내가 원하는 새로운 글을 신속하게 알 수 있
었다.

① ② ③ ④ ⑤

6. 다음은 앞서 응답하신 SNS 상에서 보았던 가장 기억에 남는 상품평 또는 추천 글의 작성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체크해주세요.

측정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문성

해당 글의 작성자는 상당히 유능한 사람인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해당 글의 작성자는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 철저히 이
해하고 있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해당 글의 작성자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
다.

① ② ③ ④ ⑤

해당 글의 작성자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매력성

해당 글의 작성자는 참 매력적인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해당 글의 작성자는 다른 사람들이 닮고 싶어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해당 글의 작성자는 가족과 같은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해당 글의 작성자에게는 호감이 느껴진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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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은 앞서 응답하신 SNS 상에서 보았던 가장 기억에 남는 상품평 또는 추천 글의 작성자와의 관계에 관한 질문
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체크해주세요.

측정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유대
강도

나는 해당 글의 작성자에게 친밀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해당 글의 작성자와 자주 연락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해당 글의 작성자와 가깝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해당 글의 작성자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동질성

나는 해당 글의 작성자와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해당 글의 작성자와 비슷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한
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해당 글의 작성자와 좋아하는 것들이 비슷하다고 생각
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해당 글의 작성자와 비슷한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
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다음은 앞서 응답하신 SNS 상에서 보았던 가장 기억에 남는 상품평 또는 추천 글의 신뢰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
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체크해주세요.

측정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정보
신뢰

해당 글의 내용은 신뢰할 만하다. ① ② ③ ④ ⑤
해당 글의 내용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해당 글 내용은 사실적으로 서술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정보원
신뢰

해당 글의 작성자가 신뢰할 만하다. ① ② ③ ④ ⑤
해당 글의 작성자에 의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해당 글의 작성자는 근거 없이 말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해당 글의 작성자는 자신의 입장/생각/의견 등을 솔직하게 
제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플랫폼
신뢰

나는 해당 SNS플랫폼이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
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해당 SNS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믿
을 만하다.

① ② ③ ④ ⑤

전반적으로 나는 해당 SNS플랫폼을 믿고 거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9.다음은 앞서 응답하신 SNS 상에서 보았던 가장 기억에 남는 상품평 또는 추천 글에 대한 공유/전달의도에 관한 질
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체크해주세요.

측정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앞서 응답하신 글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전달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앞서 응답하신 글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공유(페이스북에
서 공유, 터위터에서 리트윗 등)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앞서 응답하신 글을 나의 SNS에 올리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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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은 귀하의 개인적인 성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체크해주세요.

측정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과시
성향

나는 유익한 나만의 지식과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내가 알고 있는 글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걸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온라인상에 내 글과 사진을 올리고 다른 이용자들의 좋아요, 
공감과 같은 긍정적인 반응을 지켜보는 것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남들과 다른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내 보이고 싶은 사진과 
글을 온라인상에 게재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기회
주의
성향

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의무를 무시할 때도 있
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할 때도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왜곡할 때도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불리나 비판을 당할 때 다른 사람에게 원인과 책임을 
전가하기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다음은 통계분석을 위한 인구통계적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해주세요.
11-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11-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20세 이하     ② 21세-30세     ③ 31세-40세     ④ 41세-50세    
  ⑤ 51세-60세    ⑥ 61세-70세    ⑦ 71세 이상        
             
11-3. 귀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① 초등학교 이하  ② 중졸  ③ 고졸  ④ 전문대졸  ⑤ 4년제 대학졸  ⑥ 대학원졸 이상

11-4.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회사원     ② 사업가(자영업)  ③ 공무원           ④ 전문직
  ⑤ 가정주부   ⑥ 학생           ⑦ 판매, 서비스업    ⑧ 무직

11-5. 귀하의 한 달 평균 수익은 대략 얼마입니까?
  ① 200만원 미만  ② 200~300만원  ③ 300~400만원  
  ④ 400~500만원   ⑤ 500~600만원  ⑥ 600만원 이상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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