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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구전 메시지의 특성요인이 온라인
구전의 수용에 미치는 영향
*

**

채명수 ․고성훈

Effects of eWom Message Characteristics on the Adoption
of eWom
Abstract
Previous studies investigated how each consensus, and vividness as online word of
mouth (WOM) cause-and-effect can influence on the adoption of credibility and WOM.
However, this research empirically sheds light on how consensus that is one of the message’s cause-and-effects as an independent variable affects on credibility through expertise, mediator, and how vividness and polarity impact on significantly adoption of
WOM. Existing online WOM studies did not take into account expertise’s mediated effect
in terms of correlations between message characteristics and reliability whereas only focused on precedent and following variables. However, this research's contributions are
focusing on expertise’s mediated effect in light of correlations between consensus and
credibility, and empirically suggesting how message’s cause-and-effect influences on significantly consequence variables. Therefore, this article tries to reveal how consensus impacts on credibility through expertise, mediator with regard to online WOM cause-and-effect compared to previous studies. In addition, I empirically investigate whether or not
vividness and polarity that were considered as consequence variables in existing studies
significantly influence on the adoption of WOM as precedent variables of the adoption
of WOM. This article suggests three findings. First, I could identify whether or not consensus significantly impacts on expertise as an independent variable. Second, through
investigating expertise’s mediated effect, consensus is significantly likely to effect on reliability by means of expertise. Third, vividness and polarity as independent variables are
significant as well, and expertise is likely to positively impact on credibility and credibility also influence on positively the adoption of WOM respectively. Lastly, this article
indicates theoretical and practical findings, and discusses limitations for fu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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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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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왜냐하면 메시지의 특성요인으
로서 메시지의 동의성과 생생함 이외에

소비자들은 인기 있는 브랜드나 상품
혹은 그 회사에 대한 의견을 알고자 했
을 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는데
이것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면 eWom
이 된다. 마케팅 및 소비자 행동학 분야
에서는 1980년대에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고, 구전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
지는 정보의 흐름과 비공식성과 비 상업
성 등의 특징으로 인해 수신자에게 강한

도 메시지의 중립성이 신뢰성에 유의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존 선행연구
(Crowley and Hoyer, 1994; Pechmann,
1992)가 분명히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독립변수로서 동의성, 생생함,
그리고 중립성을 변수로 채택하였다.
한편 기존의 온라인 구전에 대한 선행
연구는 신뢰성의 구성요소에 대한 연구
(Dayal et al., 2000)라든지 온라인 신뢰

영향력을 주게 된다. 구전에 대한 의존은

성 향상 방법(Schneiderman, 2000), 소

소비자들이 전문 지식을 얻기 위해서 또

비자 신뢰성의 선․후행변수(Yoon, 2002)

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 의지하는 경향을

연구 등 단편적으로 신뢰성과 관련된 연

보이게 된다. eWom은 알지 못하는 수

구가 있어 왔다. 동의성과 신뢰성과의 영

많은 익명의 정보전달자들이 제품 정보

향관계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 Elliott

를 올리고 이를 많은 네티즌들이 수용하

(2002)은 온라인 구전에 있어서 신뢰성

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의 판단으로 다른 소비자에 의한 동의의

이은영, 이태민(2005)은 온라인 환경에

정도를 제시했었고, 이은영, 이태민(2005)

서 정보특성이 구전효과에 미치는 영향

은 댓글이 많거나 같은 의견이 여러 사

에 관한 연구에서 메시지의 특성요인으

람에 의해 게시된 경우는 신뢰성이 높아

로 동의성과 생생함을 독립변수로 보고,

진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또한 동의성이

이들이 구전효과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

높은 정보는 그렇지 않은 정보보다 높은

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신뢰성 효과를 지닌다는 연구도 있었고

본 연구는 구전효과에 해당하는 구전의

(Burnkrant and Cousineau, 1975; Kelly

수용에 메시지의 특성요인으로 동의성,

1967; Pincus and Waters, 1977), 사람

생생함, 그리고 메시지의 중립성을 독립

들은 설령 사실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

변수로 보고, 이들이 전문성과 신뢰성을

들이 믿고 있는 것을 믿는 경향이 있다

매개로 구전의 수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

(Detsch and Gerara, 1955; Chiou and

치게 될지를 실증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Cheng, 2003)는 동의성과 관련 된 선행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을

연구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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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존 연구문헌에서 정보의 신뢰

Hass, 1981; Petty et al., 1983)는 선행

성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로서 정보

연구와 정보의 전문성은 진실성이나 매

의 동의성, 생생함, 커뮤니티 상호작용

력성 보다도 설득에 아주 강한 영향을 미

이 있음을 밝혀내었고(임종원, 이은영,

친다는 기존연구(McGuire, 1968)를 근거

2007), 신뢰성이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

로 메시지의 특성요인이 정보의 전문성

향을 미친다는 연구(Bart, Shankar, Ur-

을 갖추었을 때 정보의 신뢰성에 어떠한

ban and Sultan, 2005)를 비롯하여 신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뢰성은 온라인 구전 정보가 수용되는 과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의 선

정에서의 핵심 경로가 되며, 구전의 효

․후행 변수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

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인식되

구하였던 기존의 온라인 구전연구와는

어 왔다(Bristor, 1990; 이학식, 김종성,

다르게 메시지의 특성요인과 신뢰성 간

1994; Bickart and Schindler, 2001; 이

의 관계에서 전문성의 매개효과를 검증

현선, 리대룡 2004; Brown et al., 2007).

해보고자 하며, 또한 결과변수인 구전의

하지만 온라인상의 정보의 신뢰성과 관

수용과 독립변수와의 관계에 있어서 동

련 된 기존 연구에서는 정보의 진문성이

의성, 생생함, 중립성이 전문성과 신뢰

정보의 신뢰성을 강화시켜준다는 이론

성의 이중매개를 통하여 구전의 수용에

적 근거(Gilly et al., 1998)에도 불구하

어떠한 유의적 영향을 미치게 될지 실증

고, 신뢰성의 선행변수와 결과 변수에만

적으로 밝혀보고자 한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
이 사실이다(Javenpaa, 2000; 유일, 최
혁라, 2003; Bart, Shankar, Urban and

Ⅱ. 이론적 배경 및 가설

Sultan, 2005). 지금까지 온라인 구전의
신뢰성과 관계 된 연구에서는 정보의 전

1. 메시지의 특성요인

문성을 신뢰성의 하위차원으로 보고, 신
뢰성의 선행변수와 결과변수의 유의적

수용자가 정보의 신뢰성을 결정하는 방

인 인과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대부분이

법 중에 하나가 메시지 그 자체에서 가져

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정보의 신뢰성은

오는 것이다. 특별히 수용자가 잘 알지

얼마나 정확하고 전문성 있는 정보를 제

못하는 정보의 메시지를 접할 때에는 지

공하는가 하는 전문성(Expertise) 정도

각된 메시지 단서에서 유추하여 정보의

에 따라 신뢰성의 정도가 달리 나타나게

신뢰성을 결정한다(Petty and Cacioppo,

된다(Hovland, Janis and Kelly, 1953;

1986). 메시지에 노출되기 전과 노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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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의 정보 공신력을 측정한 연구(Rouner, Brown, and Day, 1993)에서는 메
시지 노출 전후의 정보 공신력 평가에 큰
변화가 있었다.
구전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서의 온라
인은 구전 메시지의 정보에 대한 신뢰성
도 결정을 더욱 어렵게 한다. 소비자들
이 접하는 구전 메시지의 정보들은 대다
수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거나 약한 관계
인 경우가 많으며, 이들에 대한 배경 정
보에 대한 접근 및 물리적 속성의 확인도
쉽지 않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Elliott
(2002)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신뢰성을 논

글로벌경영연구

1.1 구전 메시지의 동의성(Consensus)
과 전문성
대인 영향력과 소비자의 동화 행동에
관한 연구들은 다른 소비자들에 의한 제
품 평가가 소비자의 제품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귀인이
론(attribution theory)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실체에 대해 동일한 효
과를 경험한다면 사람들은 그 효과를 진
실이라는 것에 대해 더욱 확신을 갖는다
고 한다(Kelly, 1967). 선행 연구들에 의
하면 동의성이 있는 정보는 그렇지 못한
정보 보다 대인 커뮤니케이션에서의 효

의하면서 온라인 구전 커뮤니케이션의 경

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하였다(Kelly,

우 주로 온라인 게시판 등에서 텍스트 형

1967; Pincus, and Waters, 1977). 이러

태로 전파되기 때문에 메시지의 특성이

한 동의의 강도는 다른 사람들의 지지 의

중요하게 인식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견이 포함될 때 더욱 증대된다는 것이다

김현주(2005)는 정보가 빈약한 온라인

(Weiner, 2000; 홍성태, 이은영, 2004).

상황에서는 메시지 전달 방식이나 전달

온라인 구전에서 “동의성이란 둘 혹은

능력에 관련된 요소들의 중요성은 감소

다수의 개인이 제품의 성과에 의해 동의

하고 증거와 정보에 입각한 메시지 처리

하는 정도”로 정의된다(Chiou and Cheng,

가 일어날 것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온

2003; 이은영, 이태민, 2005). Schindler

라인에서는 주변적 요인들이 거의 모두

and Bickart(2005)는 온라인 구전에 있

배제된 채 오로지 메시지 품질 하나만으

어서 유용성과 타당성을 판단하는 중요

로 전달자의 공신력이 결정될 것이라고

한 단서로 다른 소비자들에 의한 동의의

하였다. 이은영, 이태민(2005)의 연구에

정도를 꼽았다. 즉, 소비자의 의견이 다

서도 메시지의 특성은 신뢰성에 영향을

른 소비자의 의견을 검증하는 단서로 사

주는 주요 변인이었다. 그러므로 본 연

용된다는 것이다.

구에서는 메시지의 특성요인들이 정보의

Elliott(2002)역시 온라인 구전에 있어

신뢰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였다.

서 신뢰성의 판단으로 다른 소비자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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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동의의 정도를 제시했다. 즉, 소비자

하였다. 그것은 메시지의 수가 많을수록

들은 다른 소비자의 의견을 신뢰성의 판

더 나은 메시지라는 것이다.

단의 준거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댓글

ELM 모델을 기반으로 본다면 메시

이 많거나 같은 의견이 여러 사람에 의해

지의 수는 중요한 주변 설득 단서로 작용

게시된 경우는 신뢰성이 높아진다는 것

한다. 온라인과 온라인 커뮤니티 안에서

이다(이은영, 이태민, 2005). Elliot(2002)

는 수많은 구전 메시지들이 존재하는데,

은 한 정보의 공신력이 다른 멤버들에 의

그러한 많은 메시지들은 소비자들이 정

해 확립될 수 있다고 하였다. 한 멤버가

보를 처리할 능력을 오히려 제한할 수 있

다른 그룹 멤버들에게 전문성을 발휘하

으며, 정보처리의 동기마저 잃어버리게

여 영향을 줄 수 있고, 그 그룹에 익숙하

할 수 있다. 그럴 때 메시지의 수는 또

지 않은 신입 멤버들은 그것을 보고 쉽

하나의 중요한 주변 단서 또는 휴리스틱

게 그 정보의 공신력을 결정할 수 있다

의 단서로 작용하게 된다. 온라인상에서

는 것이다. 그룹 멤버들의 동의성이 높

제품에 대한 메시지가 많다는 것은 그만

게 나타나는 메시지는 신입 멤버들이 그

큼 많은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메시지의 정보의 공신력 지각을 높게 해

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전 연구에서도 대

Chiou and Cheng(2003)도 사람들이

인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동의성이 높

대부분 사람들이 믿는 것을 믿는 경향이

은 정보는 그렇지 않은 정보보다 높은 효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특히 많은 양

과를 지닌다고 보고 된 바 있다(Burn-

의 정보를 처리하는 온라인 환경에서 동

krant and Cousineau,1975; Kelly, 1967;

의성을 나타내는 메시지의 수는 매우 중

Pincus and Waters, 1977). 사람들은 설

요한 정보 특성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령 사실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믿

구전의 동의성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

고 있는 것을 믿는 경향이 있다(Deutsch

유는 Cialdini(2003)가 제시하는 사회적

and Gerard, 1955; Chiou and Cheng

증거의 법칙의 작용으로 이해할 수 있

2003).

다. 그는 특별히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 행

이외에도 메시지의 수 또한 중요한 단

동의 옳고 그름은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

서로 작용할 수 있다. Petty and Cacio-

들이 우리와 행동을 같이 하느냐에 의해

ppo(1986)는 사람들이 메시지를 생각할

결정된다는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사회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동기가 없는 상

적 증거의 법칙(The principle of social

태, 그리고 다른 유력한 단서가 없는 상

proof)이라고 명명하였다. 그는 다른 사

황에서는 단순한 결정의 룰을 따른다고

람들이 하는 대로 행동하는 경향은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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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 매우 유용하며, 일반적으로 다른

아 있다’고 묘사하였으며, Newman(2003)

사람들이 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면 실수

도 구전 커뮤니케이션은 참여하는 사람

할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에 따라 맞추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생생하

있다. 그리고 이 사회적 증거의 영향력

다고 표현한 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

은 주어진 상황이 애매모호하고 불확실

전 커뮤니케이션의 생생함은 정보를 받

성이 높을수록 강해진다고 말하고 있다.

아들이는 소비자들의 태도에 영향을 줄

그러므로 타인에 의한 동의성이 많이

수 있다. Nisbett and Ross(1980)는 메

나타난 정보일수록 대인 영향력의 정도

시지가 ‘감정적으로 재미있거나’, ‘분명

도 커지게 되고 전문성을 지니게 된다

하고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거나’, ‘감정적,

(Martin and Hewstone, 2001b). 이재

시간적, 공간적으로 친근한’것이라면 생

신, 성민정(2007)도 댓글이 여론 인식의

생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들은 메시

기제가 되며 댓글에 나타난 의견의 개

지를 주목하게 만드는 속성으로 정보의

수, 즉 댓글 수 자체가 메시지의 판단에

생생함을 강조하였고, 구체성(concrete-

영향을 준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선

ness)을 세부 속성으로 제시하였다.

행연구를 기반으로 동의성이 전문성에

구체성은 ‘객체나 행위, 결과, 그리고 상

미치는 영향에 대한다음과 같은 가설을

황적 맥락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설정하였다.

정도’로 정의된다(이은영, 이태민 2005).
Bicakrt and Schindler, 2001; Schindler

가설 1: 메시지의 동의성은 정보의 전

and Bickart, 2005)도구체적인 구전 메

문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시지가 영향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것이다.

들은 소비자 리뷰들 중에 가치 있다고

1.2 구전 메시지의 생생함(Vividness)과
신뢰성
구전 커뮤니케이션이 다른 방식의 설
득 메시지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는 이

평가된 것과 덜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
된 것들을 대상으로 내용 분석을 실시하
였는데, 그 결과 일반적인 평가보다는
상세한 정보를 담은 리뷰가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유는 직접 제품을 경험한 소비자들이 열

Newman(2003)도 생동감 있고 구체

의를 가지고 생동감 있게 전달하는 라이

적인 메시지는 추상적인 정보보다 더 큰

브 쇼(liveshow)이기 때문이다. Hanna

영향력을 발휘하며, 기억의 저장 및 인출

and Wozniak(2001)은 구전 커뮤니케이

이 더 용이하다고 제시한 바 있다. Sundar

션이 다른 기업 커뮤니케이션과 달리 ‘살

and Kalynaraman(2004)의 연구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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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감 있는 정보는 소비자들에게 장기

장될 가능성이 높다(Sundar and Kaly-

기억될 가능성이 높고 소구력도 높다고

anaman, 2004). 양성수 등(2008)의 연

보고 되었다. 이용자들은 다양한 멀티미

구에서도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

디어적인 기능들을 이용하여 사진이나 플

로 경험한 것 같은 내용의 생생한 구전

래쉬 등 더 구체적인 구전 메시지를 만

정보는 수신자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으

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메시지의 구

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

체성은 더욱 용이해졌다. 이러한 생생함

전 메시지의 생생함은 정보에 관한 신뢰

의 결과로 구전은 기억에서 훨씬 접근하

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다

기 쉽고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발휘

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였다.

한다(Herr, Kardes, and Kim, 1991). 상
세한 속성 정보, 개인적 증언이나 조언은
정보의 확산에 매우 효과적이다.
이러한 메시지의 구체성은 메시지를
생생하게 하고 노출 당시의 정보 입력 및
인출을 용이하게 하여 정보에 관한 신뢰
성을 높일 수 있으며, 정보를 기억하기

가설 2: 메시지의 생생함은 정보의 신
뢰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 구전 메시지의 중립성(Polarity)과
신뢰성

쉽고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한다(Herr,

메시지의 중립성이란 ‘정보가 중립적

Kardes, and Kim, 1991). 또한 임종원,

인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으며, 메시지의

이은영(2007)의 연구에서도 메시지에 대

방향성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것’을 의

한 생생함은 신뢰성을 거쳐 구전 정보의

미한다. 메시지의 방향성이란 후기 내용

수용과 활동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긍정적이거나 혹은 부정적인 것을 의

온라인 리뷰가 해당 제품에 대한 정

미한다(Bristor, 1990). 일반적으로 긍정

보를 단순한 글을 사용하여 제시하는 것

적인 정보가 부정적인 메시지와 함께 제

보다 상세한 그림이나 사진, 동영상 등

공되면 메시지의 신뢰성은 높아진다

과 같이 풍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때

(Crowley and Hoyer, 1994; Pechmann,

해당 온라인 리뷰가 제공하는 정보의 사

1992; Schindler and Bickart, 2005).

실감과 구체성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허

정보 메시지의 방향성 자체가 정보의 신

성혜, 류성렬, 전수현, 2009), 소비자의

뢰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Smith

의사결정과정에서 생생한 정보는 그렇

et al.(2005)은 정보 공신력과 방향성 간

지 못한 정보보다 소비자에게 보다 호소

의 매우 높은 관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

력을 가질 뿐 아니라 기억 속에 오래 저

다. 그는 메시지의 방향성 자체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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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신력을 보여준다고 가정하였고, 중

보통 사람들이 설득적 메시지에 노출되

립적인 방향의 메시지가 극성을 띠는 메

기에 앞서 설득적 메시지에 대한 기대를

시지보자도 더 공신력이 높을 것이라고

갖게 된다. 그 후 사람들이 설득적 메시

하였다. 온라인 구전을 다룬 연구들(El-

지가 자신의 기대에 부합한다면, 이 설득

liott, 2002; 이현선, 리대룡, 2004; Schin-

적 메시지의 효과는 떨어지게 된다(천현

dler and Bickart, 2005)에서도 중립적

숙, 리대룡, 2006a). 반면 설득적 메시지

메시지는 정보의 신뢰성과 태도 변화에

가 자신의 기대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발

더 효과적이었다.

생한다면, 청중이 설득자 입장의 원인을

중립적인 메시지가 정보의 공신력을 높

환경적 특성으로 귀인 시키는 증대의 원

이는 현상은 귀인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

칙(Augmentation principle)이 나타나고

다. 귀인 이론은 소비자들이 다른 소비

메시지의 효과는 커지게 된다. 청중이 설

자들의 추천 행동이나 불평 행동에 대해

득자의 메시지 입장을 환경적 특성으로

어떻게 인과적 추론을 하는지에 대한 이

귀인하면 메시지의 진실성은 높아지며

론적 토대를 제공해왔으며(Kamins and

설득효과도 증가한다.

Assael, 1987),정보 공신력의 결정 요소

온라인 구전을 접하는 수용자의 입장

를 밝혀내는 연구에도 기여해왔다(Sen

에서 중립적인 구전 메시지는 긍정적이

and Lerman, 2007). Jones and Davis

거나 부정적인 구전 메시지에 비해 덜

(1965), Kelly(1972)는 설득적 메시지에

예상했던 것이므로 주목의 변화와 인지

노출된 사람들이 설득자의 의도를 어디

적 반응을 높여 준다. 수용자는 정보의

로 귀인 하느냐에 따라 설득 효과가 달

입장을 제품이 정말 좋아서 전하고 있다

라진다고 주장한다. Kelly(1972)에 따르

는 환경적 특성으로 귀인하게 되며, 이

면 청자는 설득자의 메시지에 대한 입장

것은 증대의 원칙을 따라 정보의 신뢰성

을 개인적인 특성, 상황적 특성, 그리고

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환경적 특성으로 귀인 할 수 있으며, 청

중립적인 구전 정보가 극성의 정보에 비

자들이 설득자의 메시지에 대한 입장을

해 더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환경적 특징으로 귀인 할 때 설득 효과

있다.

가 가장 크다고 한다(천현숙, 리대룡,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혼재된

2006a). 이 때, 청자가 설득자의 입장을

중립적 구전 메시지는 긍정이나 부정적

개인적 특성이나 상황적 원인으로 귀인

인 면을 부각시킨 구전 메시지에 비해

한다면 설득 효과가 떨어지는 절감의 원

덜 예상했던 패턴이고, 수용자는 이 경

칙(Discounting principle)이 나타난다.

우 정보의 구전 행동을 행위자의 의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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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는 의미 있는 정보로 생각한다

원천의 주요 구성요소 중 하나로써(Ro-

(Sen and Lerman, 2007). 이러한 효과

bertson et al., 1984; Wilson and Sher-

는 정보가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주장을

rell,1993), 제품과 관련 된 직무를 성공

할 때 신뢰성이 증가하는 설득원리와도

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같은 것이다(Wood and Eagly, 1981).

(Alba and Hutchinson, 1987).

그리고 수용자는 정보의 메시지 입장을

수신자의 관점에서 정보의 전문성은

환경적 특성(제품의 특성이 구전 메시

발신자의 교육정도, 경험, 지능, 업적, 사

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이해)으로

회적 지위 등과 제품과 관련 된 지식이

귀인 하여 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질

나 의견 등을 기준으로 평가된다(Wil-

수 있다.

son and Sherrell, 1993). 전문성이 높

Etgar and Goodwin(1982)는 온라인

은 발신자는 다른 사람들 보다 특정 제품

구전정보는 한쪽으로 치우친 내용보다 긍

군에서 더 의견 선도자의 역할을 함으로

정과 부정이 혼합된 상태의 중립적 정보

써(Jacoby and Hoyer, 1981), 수신자에

가 더 신뢰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Ei-

대한 설득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이와

send(2006)도 긍정적 및 부정적 정보

같은 이유로 구전정보 수신자들은 이들

모두를 제시하는 메시지는 수신자의 부

의 의사결정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Gilly,

정적인 인지를 감소시켜 공신력을 증가

Graham and Yale, 1998).

시킨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Von Wangenheim and Bayon(2004)

메시지 정보가 중립성을 보이게 될 때

은 독일에 소재한 에너지 공급업자들의

더 큰 신뢰성을 보일 것으로 보며 중립

고객들을 대상으로 구전정보 발신자의

성과 신뢰성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가

전문성과 구전정보의 영향간의 관계를

설을 설정하였다.

실증 분석한 결과 구전정보 수신자가 발
신자의 전문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그 영

가설 3: 메시지의 중립성은 정보의 신

향이 더 커진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뢰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이외에도 Giffin(1967)은 신뢰성에 영향

것이다.

을 미치는 요소로서 전문성을 언급했고,

1.4 온라인 정보의 전문성(Expertise)
이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

Sternthal et al.(1978)은 신뢰성의 선행
변수로서 전문성은 상호간의 커뮤니케이
션에서 중요한 설득적 작용을 한다고 주

전문성은 구전정보의 신뢰성에 가장 큰

장하였다. French and Raven(1959) 역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여겨지는 정보

시 전문성은 신뢰성형성에 강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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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과정

결과를 기반으로 전문성과 신뢰성간의 관

으로 살펴 볼 수 있으며,구전 정보의 신

계에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뢰성은 이 수용과 태도 형성 과정에 영
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설득

가설 4: 정보의 전문성은 신뢰성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5 온라인 정보의 신뢰성(Credibility)
이 구전의 수용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 커뮤니티 내에서 구전 정보를

연구 전통과 Balckwell et al.(2001)의
소비자 정보처리 모형, 전자상거래 연구
등에서의 연구 결과를 검토해볼 때 형성
된 정보의 신뢰성은 정보의 수용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하며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접하고, 정보 신뢰성을 결정하고 구전을
수용하는 과정은 소비자의 의사 결정 단

가설 5: 정보의 신뢰성은 구전 정보의

계 중 정보 처리 과정에 해당한다. 수용

수용에 정(+)의 영향을 미칠

자는 관심 있는 구전 정보에 노출(Expo-

것이다.

sure)되고, 주목하며(Attention), 주목한
메시지 및 네트워크 요인들에 대한 의미
와 분석을 진행하는 이해(comprehen-

1.6 온라인 정보의 동의성과 신뢰성의
관계에서 전문성의 매개효과

sion)를 거쳐 정보 신뢰성을 결정하게 된

신뢰성은 “상대방을 얼마나 믿고 의

다. 그리고 이 과정을 거친 수용자는 정

지할 수 있는가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

보 메시지가 주장 또는 추천하는 바를

으로서 Shankar et al.(2002)은 신뢰성

수용할 것인가 수용하지 말 것인가를 결

은 “한 쪽이 상대방의 이익을 오랫동안

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메시지의

지속될 수 있도록 행동하리라는 믿음” 이

목적은 다른 사람들의 신념이나 태도를

라고 정의하였다. 예전부터 정보와 관련

형성하거나 변화시키는 것이지만, 이것

된 변수들은 소비자 설득에 많은 영향을

은 메시지의 수용이 이루어져야 일어 날

미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Petty and

수 있다(Blackwell, Minard, and Engel,

Wegener, 1998b). 전통적으로 Kelman

2001). 그러므로 소비자 커뮤니티 내에

(1958)과 같은 기존 연구에서는 정보와

서 수신자가 정보를 신뢰하게 되면, 메

관련되어 설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시지를 수용하고, 태도를 형성하거나 바

을 크게 신뢰성(Credibility), 매력도(At-

꾸는 과정을 겪게 된다. 구전의 수용 과

tractiveness), 힘(Power)으로 분류하였

정은 소비자가 메시지를 수용하고 제품

다. 이 중 정보의 신뢰성은 얼마나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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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전문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가 하

한편,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선행변수

는 전문성(Expertise) 정도에 따라 신뢰

로서는 Giffin(1967)은 전문성을 언급했

성의 정도가 달리 나타나게 된다(Hov-

고, Sternthal, et al.(1978)은 신뢰성을

land, Janis, and Kelly, 1953; Petty and

주기 위해 보다 설득적인 작용을 하는 요

Cacioppo, 1986; McCracken, 1989).

소는 전문성이라고 주장하였다. French

이러한 정보의 신뢰성은 소비자의 탐

and Raven(1959)은 전문성은 유사성이

색정보에 대한 수용 및 구매의사결정에

나 다른 힘들에 비해 상대방을 설득하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정보가 높은 신

고, 신뢰성을 주는데 더 강한 영향을 미

뢰성을 가질 때 사람들은 그 정보를 덜 의

친다고 밝히고 있다. 즉, 전문성은 다른

심하기 때문이며(Sparkman and Locan-

요소들에 비해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해

der, 1980), 이와 관련하여서는 많은 연

주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있어 상대방에

구들이 귀인이론(Attribution Theory)을

대한 설득과 신뢰성 형성에 보다 타당성

사용하여 설명해왔다. McGinnies and

있는 근거로서 작용하게 된다(Berlo et

Ward(1980)는 정보제공자가 전문성과

al., 1970). 전문성은 또한 신뢰성에 영향

신뢰가치성을 갖고 있다고 지각하게 되

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에 비해 더 강력하

는 경우가 가장 큰 의견변화를 야기하여

게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키는 작용을 하

설득에 영향을 받는 다는 결과를 제시하

는 것으로 밝혀졌다(Wilson and Sher-

였다. 즉 전문성을 지닌 정보를 통해 높

rell, 1993). Hovland et al.(1953)은 신

은 신뢰성을 획득하는 경우, 그 정보의

뢰성의 선행변수로서 전문성을 주장하였

설득력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고, 의사소통에 있어서 수신자는 발신자

한 Craig and McCann(1978)의 연구에

의 전문성과 전문적 메시지에 의해 신뢰

서는 정보에 대해 지각하는 신뢰성이 높

성 형성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고 보

을수록, 정보수신자들은 해당 정보메시

고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메

지를 수용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하

시지 정보의 동의성은 전문성을 매개로

였다. Sultan et al.(2002)은 온라인 신

더 신뢰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뢰성이 구매와 충성도를 포함하는 고객

것이라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게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

되었다.

과를 도출했다. 이렇듯 많은 연구에서 정
보의 신뢰성은 정보의 수용 및 이를 바

가설 6: 메시지의 동의성은 전문성을

탕으로 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

매개로 신뢰성에 정(+)의 영

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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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Ⅲ. 연구모형
지금까지 메시지의 특성요인으로서 메

Ⅳ. 실증분석
1. 자료

시지의 동의성, 메시지의 생생함, 그리
고 메시지의 중립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고, 이들 독립변수들 중 동의성
이 온라인 정보 전문성을 매개로 신뢰성
에 미치는 영향과 생생함과 중립성이 신
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
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독립변수
로서 온라인 메시지의 동의성, 메시지의

설문조사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인터넷
쇼핑몰 이용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은 인
터넷 쇼핑몰의 이용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온라인에 접속하여 eWom 리뷰
를 읽어 본 사람으로 한정하였고, 국내
인터넷 쇼핑몰 고객만을 대상으로 하였
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는 한국외국
어대학교 20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생생함, 메시지의 중립성이 정보의 전문

설문지는 총 230부를 배포하였다. 온라

성과 신뢰성, 또는 정보의 신뢰성을 매

인 구전의 메시지 특성요인과 전문성, 신

개로 하여 종속변수인 구전정보 수용에

뢰성, 구전 정보의 수용 관계에 있어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연

의 전문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구모형을 [그림 1]에서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설문은 최근 인터넷 쇼핑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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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정보의 동의성 정도)’를 사용하였고, 4

시작하였다. 이 후 인터넷 쇼핑몰의 이

개 항목을 리커트식 7점 척도(1 = 전혀

용경험에 대한 질문을 제시하고 정보의

그렇지 않다, 4 = 보통이다, 7 = 매우 그

동의성, 생생함, 중립성, 전문성, 신뢰성,

렇다)로 측정하였다.

구전 정보의 수용에 관한 질문을 물어보

둘째, 메시지의 생생함(Vividness)의

았다. 마지막으로 인구통계학적인 질문

조작적 정의는 ‘정보가 분명하고 상상력

을 측정하였다. 측정은 리커트 7점 척도

을 불러일으키거나 감정적으로 친근함

를 사용(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정말

을 유발하는 구체성, 사실감, 경험적 공

그렇다)하였다.

감성을 담고 있는 정도’로 내렸다. 내용
의 공감정도(Viewer response scale of

2. 측정변수

Schlinger, 1979)를 중심으로 인터넷 구
전상황에 맞게 다소 수정하였다. 측정

첫째, 메시지의 동의성(consensus)의

항목으로는 ‘구전 정보가 경험적 공감성

조작적 정의는 ‘둘 혹은 다수의 개인이

을 유발하는 정도(정보의 경험적 공감

제품의 성과에 대한 구전정보에 동의하

도)’, ‘구전 정보의 내용이 구체적인 정

는 정도’(Chiou and Cheng, 2003)로 내

도(정보의 구체성)’, ‘구전 정보의 내용

렸다. Elliott(2002)는 온라인 구전에 있

이 사실적인 정도(정보의 사실성)’를 사

어서 신뢰성의 판단 기준으로 다른 소비

용하였고, 3개 항목을 리커트식 7점 척

자에 의한 동의의 정도를 제시 했다. 댓

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4 = 보통이다,

글이 많이 달리거나 같은 의견이 여러

7 =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사람에 의해 제시 된 경우는 신뢰성이

셋째, 메시지의 중립성 메시지의 중립

높아진다는 것이다. 측정 항목은 Elliott

성은 메시지가 방향성 차원에서 장점과

(2002)과 Chiou and Cheng(2003)의 연

단점을 함께 다루고 있으며, 조작적 정

구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상황에 맞게

의는 ‘전달자가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균

새로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측정 항목으

형을 유지한 정도’이다. 본 연구는 Elliott

로는 ‘구전 정보 조회수가 많은 정도(이

(2002)의 질적 연구에서 나타난 중립성

용자들의 정보 조회 정도)’, ‘구전 정보

에 대한 기술들을 참조하여 측정항목을

의 댓 글 수가 많은 정도(구전 정보의

구성하였다. 측정항목으로는 ‘정보는 중

반응 정도)’, ‘구전 정보의 추천수가 많

립적인 입장에서 정보를 전달하고 있

은 정도(구전 정보의 추천 정도)’, ‘구전

다’, ‘정보의 메시지가 제품의 장점과 단

정보에 여러 사람이 동의한 정도(구전

점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를 사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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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2개 항목을 리커트식 7점 척도(1 =

항목을 리커트식 7점 척도(1 = 전혀 그

전혀 그렇지 않다, 4 = 보통이다, 7 = 매

렇지 않다, 4 = 보통이다, 7 = 매우 그렇

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다)로 측정하였다.

다섯째, 정보의 전문성(expertise)의 조

마지막으로 구전의 수용(adoption)에

작적 정의는 ‘온라인 리뷰 정보에서 제품

관한 조작적 정의는 ‘구매 결정과 관련하

에 대한 전문용어와 정제된 어투를 사용

여 타인의 말을 수용하고 타인의 기대에

하는 정도’로 내렸다. Ohanian(1990)이 개

동조하려는 의지’라고 내렸다. 측정항목

발한 7점 척도 총 10개의 항목 중 5개가

은 Cheng, Lee and Rabjohn(2008)의

전문성, 5개가 신뢰성을 측정하는 항목으

연구에서 정보 수용 항목을, 김창호, 황의

로 전문성을 측정하는 항목(비전문가이

록(1997), 이은영, 이태민(2005), Smith

다-전문가이다, 미숙하다-노련하다, 지

et al.(2005)등의 연구에서 제품에 대한

식이 적다-지식이 많다, 부적격이다-적

태도 측정 항목을 참고하여 온라인 구전의

격이다, 숙련되지 못하다-숙련되다)을 본

상황에 맞게 수정하였다. 측정항목으로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측정

는 ‘나는 정보 속에 제시 된 의견에 동의

항목으로는 ‘정보 제공자는 제품에 대한

하였다’, ‘나는 정보 속에 제시 된 제안을

지식이 많을 것 같다’, ‘정보 제공자는 제

수용하여 그대로 따랐다’, ‘정보 속의 소비

품에 대해 전문가 일 것 같다’, ‘정보 제

자 의견이 제품에 대한 판단에 도움이 되

공자는 제품을 잘 사용할 것 같다’, ‘정보

었다’를 사용하였고, 3개 항목을 리커트

제공자는 제품 사용이 능숙할 것 같다’를

식 7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4 = 보

사용하였고, 4개 항목을 리커트식 7점

통이다, 7 =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4 = 보통이
다, 7 =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여섯째, 정보의 신뢰성(credibility)의

Ⅴ. 연구 결과

조작적 정의는 ‘응답자가 경험한 제품
정보의 신뢰정도’로 내렸다. Bhattacherjee(2002), Mayer et al.(1995), Mck-

1. 변수들 간의 확인적 요인분석
및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night et al.(2002) 등의 내용을 바탕으
로 측정항목을 구성하였다. 측정항목으로

가설검증에 앞서 변수 간 관련성에 대

는 ‘제품 정보내용이 신뢰할 만함’, ‘제품

한 포괄적인 윤곽을 파악하고자 연구에

정보내용이 전문성을 가짐’, ‘제품 정보

사용된 모든 변수들 간의 확인적 요인

가 실제로 도움을 줌’을 사용하였고, 3개

분석 및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확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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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분석 결과 AVE의 값을 초과하는 상

χ² = 357.035(df = 216, p = .000), CFI

관계수 제곱 값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본

= .932, GFI = .875, NFI = .848, RMSEA

연구에 사용된 척도들은 모두 판별타당

= .057로 나타나, 모델 적합도를 판단하

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집중타당성

는 전통적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다. 확

을 확인하기 위해 잠재요인 신뢰도와 평

인적 요인분석 후 항목들 간의 높은 상

균분산추출(AVE: Average Variance

관관계를 보이는 항목을 제거한 후 최종

Extracted)을 AMOS 분석에서 얻은 각

적으로 동의성 3문항, 생생함 3문항, 중

문항별 표준화된 회귀계수 자료에 의해

립성 2문항, 전문성 3문항, 신뢰성 2문

계산한 결과 모든 잠재변수의 잠재요인

항, 구전수용 2문항, 객관적 메시지 2문

신뢰도가 일반적으로 추천되는 .70을, 평

항, 동질성 3문항, 유대관계 4문항을 선

균분산추출은 .50을 상회해야 만족할 만

택하여 구조방정식 분석을 통해 가설검

한 수준이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

문항들이 이를 모두 만족시키고 있다.

구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변수들 간의

그리고 모형 전체의 적합도 지수들은

확인적 요인분석(CFA) 결과 상대적 적

<표 1> 변수들 간의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struct

items
동의성
(Con)

메시지
특성요인

생생함
(Vivid)

λ

t

Con02

.793

26.71

Con03

.803

25.78

Con04

.671

23.98

Vivid05

.760

21.43

Vivid06

.726

34.51

Vivid07

.830

45.00

Neutral08

.730

37.38

Neutral09

.802

39.39

Expert10

.710

22.50

Expert12

.733

46.01

Expert13

.711

30.68

정보의 신뢰성
(Credit)

Credit14

.787

27.32

Credit16

.791

44.56

구전 수용
(Adopt)

Adopt28

.824

13.13

Adopt29

.681

18.11

중립성
(Neutral)
정보의 전문성
(Expert)

χ2(386) = 468.652 CFI = .937 TLI = .938 RMSEA = .059

α

CR

AVE

.82

.83

.62

.86

.89

.67

.85

.86

.68

.85

.86

.68

.89

.89

.73

.76

.78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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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도 지수인 CFI는 .90 이상으로 나타나

시하기 전에 다중공선성을 검토하기 위

좋은 적합도로 평가되었고, 절대적 적합

해 잠재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

도 지수인 RMSEA는 .057로 나타나 역

여 그 결과인 피어슨 상관관계(Pearson

시 좋은 괜찮은 적합도 수준임을 보여주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살펴보았다.

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

<표 2>에 보이듯이 잠재 변인들 간 상

는 김진호, 홍세희, 추병대(2007)가 제

관계수절대 값의 범위가 0.353～.799(p

시한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01)인 것으로 나타나 상호 간에 높은

변수들 간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다

<표 1>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중공선성의 문제는 심각하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2.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3. 가설검증
3.1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분석

본 연구에서 주요 변인을 잠재변인으
로 설정한 연구모형의 분석을 위해 구조방

연구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었으므로

정식모형 분석용 통계프로그램인 AMOS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서 추정된 경로

20.0을 사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계수를 통해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였

자료의 수집 과정에서 발생한 결측값의

다. 측정변인들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처리를 위해 FIML(Full Information

결과, 연구모형의 비표준화경로계수와

Maximum Likelihood)을 통해 모형을

표준화경로계수, 표준오차, 임계치(C.R.:

추정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

Critical Ratio)값은 <표 3>과 같다. 잠

<표 2>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동의성

생생함

중립성

전문성

**

1

.727

**

.799**

전문성

.643

**

.714

**

.762**

1

신뢰성

.492

**

.494**

.543**

.479**

**

**

**

**

중립성

구전수용
주)

**

: p < .01,

구전수용

1

동의성
생생함

신뢰성

.618

.506
*

.559

: p < .05, N = 253.

1

.592

.612

1
.56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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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변인들에 대한 경로계수의 유의한 검증

되었다(표준화 경로계수 = .570, CR(t)

결과 가설 1～가설 5 모두 C.R 값이 1.96

= 6.898, 표준편차 = .256, p ＜ .000). <가

(p ＜ .05)을 초과해 잠재변인들이 각 개

설 5>는 신뢰성은 구전수용에 정(+)의

념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했는데, 분석

타났다.

결과 <가설 5>도 지지되었다(표준화
경로계수 = .542, CR(t) = 5.778, 표준편

<가설 1>은 동의성이 전문성에 정(+)

차 = .157, p < .000).

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했다. 분
석결과 <가설 1>은 지지되었다(표준화

3.2 동의성과 신뢰성의 관계에서 전문
성의 매개효과 검증

경로계수 = .527, CR(t) = 4.370, 표준편
차 = .061, p < .000). <가설 2>는 생생
함이 신뢰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3.2.1 Sobel 검증

이라고 가정했는데, 분석결과 <가설 2>

본 연구에서는 간접경로 상의 비표준

는 지지되었다(표준화 경로계수 = .580,

화 회귀계수와 표준오차를 활용하여 So-

CR(t) = 2.963, 표준편차 = .206, p < .000).

bel(1982)의 Z값을 계산해 보았다. So-

<가설 3>는 중립성은 신뢰성에 정(+)의

bel-test 결과 동의성이 전문성을 매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했다. 분석결

로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전문성

과 <가설 3>도 지지되었다(표준화 경

의 간접효과가 유의적(Z = 5.038, p <

로계수 = .598, CR(t) = 4.507, 표준편차

.001)인 것으로 드러났고, 전문성이 완전

= .498, p < .000). <가설 4>는 전문성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

이 신뢰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

다(Preacher and Hayes, 2004). 따라서

고 가정했다. 분석결과 <가설 4>는 지지

<가설 6>은 지지되었다.

<표 3> 연구모형의 경로분석
가설

경로

H1

동의성 → 전문성

H2

SE

CR

지지여부

.814(.527)

***

.061

4.370

지지

.765(.580)

***

.206

2.963

지지

***

H3

중립성 → 신뢰성

.771(.598)

.498

4.507

지지

H4

전문성 → 신뢰성

.881(.570)***

.256

6.898

지지

***

.157

5.778

지지

H5
주)

생생함 → 신뢰성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

신뢰성 → 구전수용
p < .001.

.84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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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게 나타났다. 동의성과 신뢰성의 관
계에서 전문성이 매개하는 효과를 검증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동의성과

하기 위해 모형 2[그림 3]을 설정하였다.

신뢰성간의 관계를 전문성이 매개하는

모형 2에서 동의성이 전문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Baron and Kenny

영향과 전문성이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

(1986)가 제시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의 유의성을 통해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첫 번째 가정은 모형 1[그림 2]을 통해

Baron and Kenny(1986)의 두 번째와

확인되었다. 모형 1은 동의성이 신뢰성

세 번째 가정이 검증될 수 있다.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

[그림 3]에서 동의성이 전문성에 미치

된 것이다. 설정된 모형의 적합성을 나타

는 영향은 각각 .814로 유의하게 나타났

내는 적합도 지수는 다양한 종류의 지수

고, 전문성이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도 .881

를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는데, 본 연구에

(p < .000)로 유의하게 나타나 매개효과

서는 김진호, 홍세희, 추병대(2007)가 제

검증을 위한 두 번째와 세 번째 가정이

2

시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χ 의 유의확률

모두 만족되었다. 구조방정식을 이용하

이 유의수준보다 클 경우 모형이 자료를

여 모형 2의 적합성을 검증한 결과 자유

제대로 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도 62에서 χ 는 581.656(p = .000), RMR

χ2는 자료의 표본수가 클 경우 자료가

.054, RMSEA .057, TLI .892 CFI .881

모형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로 나타나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

나타날 수 있어, 모형의 적합성을 판단

성과 신뢰성의 관계에서 전문성의 매개

할 때 상기한 것처럼 다양한 적합도 지

효과를 확인하려면 [그림 2]와 [그림3]

수들을 이용하는 것이 권장된다(Marsh

에서 동의성에서 신뢰성으로 직접 연결

et al., 2005).

되는 경로계수를 비교하고, 동의성과 신

AMOS를 이용하여 모형 1의 적합성
2

2

뢰성의 관계에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

을 검증한 결과 자유도 145에서 χ 은

증하면 된다(Brown, 1997). [그림 2]에

468.652(p = .000)로 나타났고, RMR .057,

서 동의성이 신뢰성에 미치는 직접효과

RMSEA .059, TLI .983, CFI .937로 나

는 유의적이었지만 [그림 3]에서 매개변

타나 모형이 자료를 제대로 설명하는 것

수 전문성이 매개하였을 때 동의성이 신

으로 나타났다. [그림 2]에 의하면, 매개

뢰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값을 나타내

효과의 첫 번째 가정인 독립변수와 종속

지 않았다. 따라서 동의성과 신뢰성의 관

변수의 유의한 관계 즉, 동의성에서 신

계에서 전문성은 완전매개를 하는 것으

뢰성으로 가는 경로계수는 .726으로 유

로 검증 되었고, <가설 6>은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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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동의성과 신뢰성의 관계에서 전문성의 직접효과(모형 1)

[그림 3] 동의성과 신뢰성의 관계에서 전문성의 매개효과(모형 2)

Ⅵ. 결론 및 논의

온라인 구전 연구에 있어서 신뢰성의 선
행변수로서 동의성과 생생함 또는 온라

1.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인 커뮤니티의 상호작용 등을 설정한 반
면, 본 연구에서는 메시지의 특성요인으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구전에 있어

로서 동의성, 생생함, 중립성을 선행변

메시지의 특성요인과 신뢰성간의 관계

수로 설정하여 기존연구와는 다르게 신

에서 전문성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뢰성과 구전의 수용과의 인과관계를 검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전문성의 매개효

증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과는 유의적으로 밝혀졌고, <가설 6>은

둘째, 온라인 구전의 신뢰성과 구전의

지지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온라인

수용 간의 관계를 연구한 기존 선행연구

구전연구의 이론적 공헌이라고 할 수 있

들은 단순히 신뢰성의 선․후행 변수들

는 메시지의 특성요인으로서 동의성이

만을 주로 고려하였고, 신뢰성에 영향을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 전문성이 신뢰성

미치는 매개효과를 고려하지 않았다. 본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 역시 모두

연구논문에서는 특별히 메시지의 특성

지지 되었다. 또한 생생함과 중립성이

요인들로서 동의성이 전문성을 매개로 신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 신뢰성이 구전의

뢰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매개

수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 모두

효과를 밝혀냈다는데 이론적인 의의가

지지가 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있을 것이다.

<가설 1>, <가설 2>, <가설 3>, <가
설 4>, <가설 5>는 모두 지지되었다.
이론적 시사점으로서는 첫째, 기존의

셋째, 온라인 구전연구에서는 기존 연
구들이 대부분 메시지의 특성요인, 신뢰
성, 구전효과와 관련하여 제품의 사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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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관여도, 동질성, 유대관계 등의 변수

하도록 유도하는 마케팅 프로그램을 통

를 이용하여 조절효과를 검증하였고, 단

해 메시지의 수를 증대시키는 것에만 관

순히 구전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

심을 기울여 왔었다. 하지만 본 연구결

수들만을 고려하여 실증적 연구를 수행

과 온라인 구전 정보의 동의성은 소비자

해왔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메시지

들에게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에 영

특성요인으로서 동의성, 생생함, 중립성

향을 미치지만 그 정보가 보다 전문성을

변수들과 전문성 또는 신뢰성간의 인관

보일 때 보다 더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

관계를 검증하여 구전의 수용에까지 유

주고 있다. 마케터들은 단순히 소비자

의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을 실증적 연구

구매후기 숫자를 늘리는 일차적인 마케

를 통해 처음 밝혀내었다는데 연구의 이

팅 전략에서 벗어나 구매 후기의 내용이

론적 시사점이 있을 것이다.

보다 전문성을 지닐 수 있도록 세심한

실천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지금까지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소비

구전은 기업이 관리할 수 없는 통제 불

자가 고관여 소비자이고, 제품에 대한

가능한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사전지식이 높을수록 제품 후기 정보가

온라인 구전의 경우 텍스트 기반이므로

전문성을 보이는지 심각히 고려하기 때

구전의 관찰이 가능하고, 구전관리가 오

문에 더욱 그러하다.

프라인에 비해 상당히 용이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마케터가 적극적으로 온라인
구전의 내용이나 컨텐츠를 관리할 필요

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성이 있다. 특히 본 연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온라인 구매 소비자들은 비록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

온라인 정보에 동의하였다고 할지라도

으며 이제 따른 향후 연구과제에 대해 다

온라인 구전 정보가 더 전문성을 보일수

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

록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밝

구에서는 전문성의 매개효과 검증을 실

혀졌기에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들은 사

증적으로 밝혀냈지만 기존 연구문헌에

이트에 제품에 대한 광고나 설명을 게시

서는 전문성과 신뢰성의 인과관계를 제

할 때 좀 더 전문성을 지닌 내용으로 소

시한 연구가 희소하기에 향후 신뢰성의

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할 것이다.

선행변수로서 전문성뿐만 아니라 다른

둘째, 지금까지 인터넷 쇼핑몰에서 온

변수들을 고려하여 이론적 견고함을 더

라인 구전정보 관리는 소비자 구매후기
게재 이벤트 등으로 구매후기를 구전화

강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표본의 대상과 수집 지역이 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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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는 한계점이 있다. 즉, 표본의 대

구전효과의 관계”, ｢광고학연구｣, 제

상이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해 본 경험이

10권, 제35권(1997), pp.54-75.

있는 20대 성인 남녀에게 편중되었기 때

[3] 김현주, “사이버 여론 지도자의 특성

문에 향후 연구대상의 연령 폭을 더 넓

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술논총｣,

혀 연구의 일반화를 이룰 필요가 있을 것

(2005), pp.217-264.

이다. 또한 향후 연구에서는 표본의 수

[4] 양성수, 허향진, 박시사, 최병길,

집 지역이 서울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UCC를 이용한 관광정보시스템 연

아니라 지방까지 확대하여 연구의 일반

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7

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권, 제2호(2007), pp.230-236.

셋째, 온라인 구전에서는 정보 발신자

[5] 유 일, 최혁라, “B2C 전자상거래에

의 메시지 특성요인도 중요하지만 구전

서 고객 신뢰의 영향요인과 구매의

수용자들의 특성도 상당히 중요하다. 향

도에 대한 신뢰의 매개 역할”, ｢경

후 연구에서는 온라인 구전 발신자와 수

영정보학연구｣, 제13권, 제4호(2003),

신자의 특성을 구별하여 전문성과 신뢰

pp.49-72.

성간의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해

[6] 이은영, 이태민, “온라인 환경에서

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

의 정보특성이 구전효과에 미치는

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온라인 구전

영향에 관한 연구: 소비자지식의 조

연구와 관련해서 대부분의 연구들이 온

절효과를 중심으로”, ｢광고학연구｣,

라인 정보 발신자의 특성만을 많이 고려

제16권, 제2호(2005), pp.7-33.

하였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온라인

[7] 이재신, 성민정, “온라인 댓글이 기

구전 수신자의 특성도 고려한 연구가 진

사 평가에 미치는 영향: PR적 관점

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을 중심으로”, ｢한국광고홍보학보｣,
제9권, 제4호(2007), pp.7-45.
[8] 이학식, 김종성, “정보 제공자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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