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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information type, direction of information, method of suggestion,

tie strength, and interactions among these variables on the acceptance and diffusion of fashion product

information in the mobile Facebook environment. Two subsequent studies were conducted to test the rela-

tionships among mobile SNS WOM factors. Two independent on-line surveys were implemented. Six

hundred forty consumers aged between 20 and 39 were recruited for Study 1, and four hundred and eighty

for Study 2. We manipulated the WOM delivery situation by information type (factual/evaluative), infor-

mation directionality (positive/negative), tie-strength (strong/weak), and information presentation method

(text/image/rink). Eight scenarios were developed and randomly assigned to the research participants. Fre-

quency analysis, reliability, factor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and ANOVA were implemented using SPSS

18.0. The Analysis of experiment data produced interesting results. Most WOM factors (including the in-

formation type, information presentation method, and tie strength) influence WOM acceptance; however,

only the tie strength effected WOM activity. It was also proven that people are prone to accept information

that is more realistic, objective, and negative, and they tend to accept information with visual factors, such

as images and video clips rather than a simple text message. In this study, we offer a practical perspective

to fashion industry and marketers who have an interest in SNS marketing. We have defined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mobile WOM that have been formed by a combination of former on/off-line WOM cha-

racteristics. To examine the moderating roles of two types of consumer innovativeness, fashion innovative-

ness and technology innovativeness were also measured and found to have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s

between mobile SNS WOM factors and their consequences. The paper concludes with a discussion on man-

agerial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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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소비자는 구매를 위해 광고로부터 판매원과의 접촉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원천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

는 구매의사결정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구전

은 인적 정보원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으로 구매의사결정

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비자는

사회적 존재로서 자신이 겪은 구매와 관련된 경험들을

타인과 교환하고, 이를 어떤 결정과정에 반영하고자 하

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구전커뮤니케이션(Word of mouth)

라 한다. 구전커뮤니케이션은 소비자들 간에 일어나는

구매에 관한 경험의 교환이라 할 수 있다(Borgida & Nis-

bett, 1977; Yoo, 2001).

오프라인에서 주로 이루어지던 전통적인 구전이 근래

에 들어 기술발달에 힘입어 인터넷을 매개로 하는 온라

인 구전으로 확산되었다. 최근에는 온라인 구전이 활발

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기존의 온라인 구전과는 또 다른

새로운 형태의 구전커뮤니케이션이 등장하였다. 바로 모

바일을 통한 구전커뮤니케이션이며, 이는 주로 소셜 네

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이루어진다. 지난 2009년 겨

울 국내에 아이폰 3G가 출시되면서 스마트폰의 대중화

가 급속하게 이루어졌고 모바일을 이용한 실시간 온라

인 접속,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특

히, 무선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스마트폰의 어플리케

이션을 통해 모바일 상에서 SNS 사용이 가능해졌으며,

모바일 SNS는 즉시 접속성과 이동성이라는 특성을 바

탕으로 그 사용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소셜 미디어 중,

페이스북(Facebook)은 국내 사용자 증가율이 전세계 1위

를 차지, 사용자 100만 명을 훌쩍 넘어서며 트위터(Twi-

tter)와 함께 대표적 SNS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패션기

업도 이와 같은 트렌드에 적극 동참하여, 버버리(Bur-

berry)에서는 페이스북 상의 ‘아트 오브 더 트렌치’라는

페이지를 통해 버버리의 대표 상품인 트렌치 코트를 업

로드하고 각 스타일에 대한 투표와 코멘트를 유도함으

로써 소비자와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다. 유니클로(UNIQ-

LO) 역시 페이스북에서 패션커뮤니티를 운영하며 전세

계 사용자들의 개성 있는 유니클로 스타일을 선별하고

다양한 이벤트와 연계한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Choi,

2012).

선행연구에서 온라인 채널을 통한 구전커뮤니케이

션 효과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져 왔지만(Son &

Rhee, 2007; Song & Hwang, 2007) 모바일 구전의 효과

와 그 특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비한 실정이다.

모바일 SNS에 대한 연구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종류

의 하나로서 SNS를 다루고 있는 것이 대다수였으나 최

근에는 모바일 SNS 사용이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Sim

& Moon, 2012; Yoon & Lee, 2010)이나 모바일 SNS 상

에서의 패션제품 구매의사결정과정(Kim, 2012), 모바

일 SNS의 이용동기와 이용행태(Kwoak, 2011) 등 모바

일 SNS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특성에 초점을 맞춘 연

구가 행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SNS 중 국내 가입자 및 사용자

수가 가장 많은 페이스북 환경에서 패션 관련 구전정보

의 구전효과에 대해 규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페이

스북에서 전달되는 패션제품 정보의 유형(사실적, 평가

적)과 방향성(긍정적, 부정적), 이러한 정보가 페이스북

상에서 제시되는 방법(텍스트, 이미지, 링크) 및 정보 송

·수신자 사이의 유대강도(강, 약)에 따른 구전수용과 재

구전 의도를 밝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수용자의 기술혁

신성과 패션혁신성의 조절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모바일 SNS 구전커뮤니케이션

구전이란, 상업적인 이득과 관계없이 사람들이 타인

과 접촉을 통하여 정보를 전달하거나 획득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Aaker and Myers(1982)는 구전에 대해 광고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이를 이

야기함으로써 정보의 원천이 되는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이라 정의하였고, Hwang and Kim(1995)은 구전을 특

정 주제에 관한 소비자 의견을 비공식적으로 교환하는

의사소통 행위라 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을 종합하

여 볼 때, 구전이란 특정 주제에 관하여 소비자들이 개

인적이고 직·간접적인 경험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

정적인 자신들의 견해와 정보를 비공식적으로 의사소

통하는 과정이라 정의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인터넷 매체가 등장함에 따라 과거에 주

로 가족이나 친구와 같이 가까운 관계의 소수와 면대면

(face to face)로 이루어지던 구전커뮤니케이션에서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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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 수많은 소비자들과의 자유로운 정보교환이 이루

어지고 있다(Kim et al., 2007). 또한 디지털 기술이 발

달하면서 기존 매체들의 재탄생과 융합으로 뉴미디어

가 탄생하였고 이 중에서도 특히 모바일 매체의 성장은

모바일 SNS를 통한 구전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구전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였다.

모바일 SNS 구전이란 스마트폰과 같은 무선 인터넷

기반의 모바일 기기를 가지고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매개로 소비자의 경험을 교환

하는 커뮤니케이션 행위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이

루어지는 구전특성과는 구별되는 복합적인 형태를 나

타낸다. Doh(2006)의 연구에서 정리한 온라인과 오프

라인 구전에 대한 비교 분석을 참고하여 모바일 SNS 구

전의 특성을 온라인 구전과 비교 정리하여 <Table 1>

로 나타내었다.

모바일 SNS 구전은 무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기 때

문에 기존의 온라인 구전보다 즉시 접속성이 뛰어나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고 개인에게 맞춤화된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과의 접목이 가능

하며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음성, 동영상 등의 다

양한 정보의 교환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송·수신자

간 관계에 있어서는 SNS의 종류에 따라 다수, 혹은 소

수의 특정 수신자에 대한 정보의 확산이 모두 가능하나,

사회적 연결망 특성상, 송신자가 특별한 유대를 가진

개인에게 구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특성을 지닌다.

2. 모바일 SNS 구전효과

선행연구에 따라 구전의 효과를 구전정보의 수용과

전달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구전효과에서 정

보수용을 강조한 연구들은 구전의 효과를 수신자에게

초점을 맞추어 수신자가 받아들이는 정보에 대한 신뢰

성 지각을 측정함으로써 구전효과를 살펴보았다(Kim

& Hwang, 1997). 받아들인 구전정보를 신뢰할 경우, 수

신자는 수용한 정보를 타인에게 재송신하는 재구전 활

동에 참여할 수 있다.

구전커뮤니케이션의 1차적 효과는 수신자의 정보수

용 즉, 태도의 변화라 할 수 있으며, 2차적 효과는 수신

자가 새롭게 송신자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면서 구전의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구전

의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다. Hwang and Kim(1995)의

연구에서는 구전정보의 효과를 태도, 구매의도, 타인전

달, 구전의 양 4가지로 나누었으며 많은 선행연구에서

구전정보의 효과를 정보수용(Lee & Lee, 2005; Park &

Yoo, 2006) 혹은 재구전 활동(Kim & Kim, 2004; Rein-

gen & Kernan, 1986) 측면으로 나누어 그 효과를 규명

하였다.

구전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발생하는 파급효과는 정

보의 수용 및 이로 인한 수신자의 행동 변화, 더 나아가

재구전 활동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며, 구전커뮤니

케이션의 효과를 측정함에 있어서 정보수용과 재구전

활동은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

보수용과 재구전 활동의 두 가지 구전효과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페이스북에서는 사용자가 타인의 글이나

사진, 주소가 링크된 게시물에 대해 ‘좋아요’ 버튼을 누

르고 댓글을 달 수 있고, ‘공유하기’ 버튼을 통해 수많

은 사람들과 정보공유가 가능하여 구전의 확산과 수용,

재생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페이스북의 이

러한 기능을 통해 정보수용과 재구전 활동의 두 가지

구전효과가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3. 모바일 SNS 구전효과 영향요인

1) 정보유형

소비자들은 구전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유용한 정보

를 교환하려는 의도가 크기 때문에 송신자의 주관적 의

견과 함께 제품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탐색한다. Hol-

brook(1978)의 연구에서는 구전정보를 제품의 인지 가

능한 물리적 속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인 사실적(fac-

tual) 정보와 제품의 무형적인 측면에 대한 주관적인 의

Table 1. Difference between online WOM and mobile SNS WOM

Category Online WOM Mobile SNS WOM

Physical characteristics Cable internet base Wireless internet base

Communication tool Text Text, images, voice, rink to other service picture, images, UCC

Sender-

receiver

relation

Receiver number Majority Minority or majority (personalized service)

Receiver identity Unspecific Unspecific or specific person

Tie strength None or weak Strong tie in reality + none or w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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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 평가적(evaluative) 정보로 나누었다.

Chung et al.(2005)의 연구에서는 구전정보를 객관적

인 정보와 주관적인 정보로 그 유형을 분류하고 접촉

채널에 따른 구전정보 차이를 살펴보았다. 전문가나 지

인과의 대면적 접촉을 통해 구전정보의 습득이 이루어

질 경우에 주관적인 표현의 구전을 많이 했고, 인터넷이

나 광고와 같은 비대면적 접촉을 통해서는 객관적인 정

보의 구전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모바일 SNS 구전

은 비대면 접촉이지만 SNS의 특성상 사회적 네트워크

를 기반으로 시간적, 물리적 공간의 제약 없이 실시간 상

호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바일 SNS 상에서는 주관적

인 정보의 중요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관적 정보의 효과는 송신자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

로 하기 때문에 송·수신자 간 유대강도에 따라 그 효과

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Lee et al.(2012)은 유대강

도, 정보의 속성 및 관여도가 SNS 내 구전효과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인적 네트워크의 유대강

도가 강한 페이스북에서는 평가적 메시지가, 유대강도

가 약한 트위터에서는 사실적 메시지가 구전효과에 효

과적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2) 정보방향성

구전정보의 방향성은 긍정적인 정보와 부정적인 정

보로 나눌 수 있으며, 방향성을 다룬 선행연구에서는

대부분 부정적인 정보가 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Coovert & Reeder, 1990). 구전정보의 수용에 있어서도

구매의사결정과정에 부정적 정보가 더 큰 영향력을 나

타냈고(Richins, 1983), 부정적인 정보일수록 정보의 재

구전활동도 더 활발히 이루어지며(Folkes, 1984; Kamins

et al., 1997) 수신자의 인상형성과 제품평가에 있어서도

더 큰 영향력을 나타냈다(Herr et al., 1991). 이와 반대

로, Taylor and Brown(1988)의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자

신의 환경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싶

어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

을 더욱 선호한다고 주장하였고, Tesser and Rosen(1975)

은 사람들이 부정적 정보를 전달하면 타인이 자신을 좋

지 않은 인상으로 느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정보전달을 꺼려하고 긍정적인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자

신의 인상도 긍정적으로 형성되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Jun and Park(2003)의 연구에서는 부정적 정보를 표

현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으로 나누고, 제품유형 역시 기

능적인 것과 상징적인 것으로 나누어 구전정보유형과

제품유형 간에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상징적 제품유형에서 표현적이면서 부정적 정

보가 다른 형태의 정보보다 더 큰 영향력을 나타냈다. 대

부분의 연구에서는 부정적이며 주관적인 정보의 구전효

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모바일 SNS

환경에서도 이러한 구전효과가 유사하게 나타날 것인지

에 대한 규명이 필요할 것이다.

3) 유대강도

구전커뮤니케이션이 사람들 간의 관계를 통한 정보

이동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 사람들 간의 연결강도 즉,

유대강도는 구전커뮤니케이션 효과에 영향을 나타내

는 중요한 요소이다(Frenzen & Nakamoto, 1993).

유대강도가 정보교환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선행연구 결과, 강한 유대관계의 사람들이 약한 유대관

계를 맺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상호작용하며 더 많은 정

보를 교환하였다(Brown & Reingen, 1987). Kim et al.

(2006)에 따르면 송·수신자의 유대강도가 강할 때, 송

신자에 대한 신용수준과 물리적 근접성이 높기 때문에

구전이 더욱 활발해지고 이에 대한 수용의도도 높아진

다고 하였으며, 강한 유대관계에서 약한 유대관계보다

더 많은 구전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Wirtz &

Chew, 2002).

유대강도와 다른 변수와의 상호작용이 구전커뮤니케

이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Lee

et al.(2012)은 SNS 내 유대강도와 메시지 속성의 상호

작용이 메시지 수용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

면, 구전의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밝혔

다. 즉, 인적 네트워크의 유대강도가 강한 상황에서는

평가적 정보가 수용의도에 효과적이었지만 유대강도가

약한 상황에서는 메시지 유형에 따른 구전효과의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p(1995)에 따르면 송신자

가 수신자의 개인적인 정보를 알지 못하거나 송·수신

자 간의 유대강도가 낮을수록 부정적인 정보의 전달을

선호하지 않으며 이는 부정적인 정보를 전달함으로 인

해 자신의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는 것을 꺼려하기 때

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에 따라

유대강도와 구전정보내용의 상호작용이 구전효과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4) 정보제시방법

메시지 유형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는 광고분야에

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주로 합리적 메시지와

감성적 메시지의 두 가지로 분류하거나(Belch & Bel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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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Vaughn, 1986), 정보를 전달하는 속성메시지와 이

미지 메시지로 분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an, 1995; Kim

& Lee, 1994).

메시지 유형의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Hirsch-

man(1986)의 연구에서는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일수록 언어적 메시지를 더 많

이 받아들이고 미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일수

록 시각적 메시지에 더 큰 반응을 보였다. 이와 유사하

게 광고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이미지로 이루어

진 광고가 텍스트로만 이루어진 광고보다 소비자들이

더 많이 인지하고 떠올린다는 결과가 나타났다(Edell &

Staelin, 1983; Holbrook & Moore, 1981). Park(2011)은 화

장품 블로그의 정보특성이 구전수용과정의 신뢰와 구

전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사진이나

동영상과 같은 멀티미디어적인 요소를 활용한 구체적

이고 생생한 정보는 소비자로 하여금 구전수용과정의

신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 또한 구

전메시지가 화제성 및 특출성이 높을 경우 구전정보의

재전달 효과를 높여주며(Kim & Kim, 2004), 구전메시지

가 생생할 경우 그 정보에 대한 기억 접근성을 높여주어

구전효과가 높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Herr et al., 1991)

를 통해 메시지의 유형이 정보수신자의 정보수용에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4. 모바일 SNS 구전의 수신자 혁신성

Choi(2004)에 따르면 모바일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익

숙하고 신기술에 거부감이 없는 사람일수록 모바일 서

비스를 더 많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향을 지닌다고 하였

다. 새로운 기술 혹은 정보에 대해 먼저 시도하려는 사

람일수록 모바일 서비스 사용의도가 긍정적이라는 결

과는 다른 여러 선행연구들에서도 밝혀졌다(Agawal &

Karahanna, 2000; Buellingen & Woerter,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서비스 사용에 개인의 혁신적 성

향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기술혁신성과 패션혁신

성이 모바일 SNS 구전효과에 미치는 조절적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한다.

1) 기술혁신성

Noh(2006)는 혁신성이 강하여 새로운 것을 타인보다

먼저 받아들이고 채택하는 사람일수록 모바일 서비스

이용에 더욱 흥미를 느낀다고 하였다.

Suh and Seong(2004)의 연구에서는 4가지 개인적 특

성(인터넷 이용경험, 기술능력, 혁신성, 자기효능감)을

독립변수로 선정하고, 각각의 독립변수들이 인터넷 쇼

핑몰 사용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알아

보았다. 연구결과, 개인의 자기효능감과 인터넷 이용경

험, 기술능력은 유용성과 사용용이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개인의 혁신성과 인터넷 기술

능력은 지각된 즐거움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혁신성을 모바일 기기 또는 서비

스 사용에 친숙한 정도로 정의하고 모바일을 통한 SNS

이용 시 발생하는 구전커뮤니케이션에서 구전효과에 영

향을 주는 선행요인의 효과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하였

다.

2) 패션혁신성

패션혁신성이란 유행성이 강한 패션제품 혹은 관련

서비스의 채택과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혁신적

인 성향의 정도를 의미한다(Kim & Rhee, 2001). Golds-

mith and Stith(1993)의 연구결과, 패션혁신성이 높은 사

람들은 대부분 활동적이며 사회적인 성향이 강하며 패

션상품을 더 많이 소비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신제품 혹

은 서비스의 전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처럼 패션혁신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새로운 유

행이나 패션 관련 제품 혹은 서비스를 더 많이 수용하

고 적극적으로 구매하며, 이들은 구전커뮤니케이션을 통

해 후기 채택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Flynn et al., 1996; Martinez & Polo, 1996). 이러한 선

행연구에 따라, 모바일 SNS라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를 통한 구전정보의 수용과 재구전 활동에 있어서 패션

혁신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패션제품

정보유형과 방향성, 그리고 정보원과 수신자 사이의 유

대강도에 따른 구전의 수용과 재구전 의도를 살펴보고

자 Study1을 진행하였다. 그 후, Study1의 연구결과를 바

탕으로 Study2에서는 구전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

던 사실적, 부정적 정보상황에서 정보제시방법과 유대

강도에 따른 구전정보의 수용과 재구전 의도를 알아보

고자 하였다. Study2를 통해 정보유형과 방향성을 제한

함으로써, 이로 인한 영향력을 배제하고, 정보제시방법

과 유대강도 만이 구전효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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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Study1: 정보유형, 방향성,

유대강도에 따른 구전효과

Study1은 정보유형(사실/평가), 방향성(긍정/부정), 유

대강도(강/약)에 따라 모바일 SNS 구전의 정보수용과 재

구전 활동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기술혁신성과 패션혁신성이 구전정보수용과 재

구전 활동에 대한 독립변인의 효과를 조절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이를 규명하고자 <Fig. 1>과 같은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정보유형, 방향성, 송신자와 수신자의 유

대강도에 따른 구전효과의 차이를 분석

한다.

연구문제 2. 정보유형, 방향성, 그리고 송·수신자 간

의 유대강도의 상호작용이 구전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연구문제 3. 정보유형, 방향성, 유대강도가 구전효과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용자 혁신성의

조절 역할에 대해 분석한다.

1. 연구방법

1) 실험설계 및 측정

구전정보의 자극물로는 높은 인지도와 사용경험 여

부를 고려하여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에서 최근에 발매

된 신제품인 Nike+Sportswatch GPS를 선정하였다. 소

비자가 자극물로 선정된 Nike+Sportswatch GPS 구매

후, 페이스북에서 작성한 가상의 구전정보는 <Table 2>

와 같이 정보의 유형, 방향성, 유대강도에 따라 8가지 시

나리오 유형으로 나뉘어졌으며 참가자에게는 무작위로

하나의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참가자들은 <Fig. 2>와

같이 조작된 페이스북 상의 정보를 접한 후, 이에 대한

구전수용 정도와 재구전 의도 정도에 대해 응답하였다.

설문지는 크게 여섯 부분으로 총 45개 문항으로 구성

되었으며 각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

였다. 가장 먼저 모바일 페이스북 활용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마이크로블로그 이용실태

조사를 참고로 하여 모바일 페이스북 사용경험, 접속횟

수, 작성하는 글의 수, 참여도를 선다형으로 제시하고 응

답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는 Feick and Higie(1992)의

연구에서 제시한 척도를 사용하여, 제시한 시나리오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상상 가능성, 현실성을 측정하였다.

연구모델의 독립변수인 정보유형, 방향성, 유대강도

의 실험처치효과 검증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포함하

였다. 정보방향성은 Brister(1991)가 개발한 5점 척도를

Fig. 1. Research model - Study1.

Table 2. Scenario types

Scenario 1 2 3 4 5 6 7 8

Information type Factual Evaluative Factual Evaluative

Information

directionality
Positive Negative Positive Negative Positive Negative Positive Negative

Tie strength Strong tie strength with receivers Weak tie strength with receivers

Fig. 2. Examples of scenario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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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고, 정보유형은 Holbrook(1978)의 척도를 토대

로 ‘위의 내용은 제품에 대해 얼마나 긍정적/호의적/객

관적/사실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구성하였다. 유대강도는 Frenzen and Nakamoto

(1993)의 척도를 토대로 ‘A와 나는 서로 도움을 줄 수 있

다.’, ‘A와 나는 오프라인 상에서도 알고 지낸다.’, ‘A는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다.’ 등의 신뢰감, 친밀감, 교제 정

도에 대한 문항을 구성하여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였다.

구전효과의 측정은 정보수용 정도와 재구전 활동의

두 차원으로 구성되었다. 정보수용 정도를 알아보기 위

해 Kim and Hwang(1997)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척도

를 참고로 하여 ‘이 정보는 제시된 제품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정보는 제시된 제품의 긍정적/부

정적 이미지 형성에 도움이 된다.’, ‘이 구전정보에 좋

아요 버튼을 누르고 싶다.’ 등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재

구전 활동을 알아보기 위해 Yi and Lee(2006)의 연구에

서 사용하였던 구전 여부에 대한 문항을 모바일 페이스

북에서의 구전상황에 맞게 ‘이 구전정보에 댓글을 달

것이다.’,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 이 구전정보를 타인과

공유할 것이다.’, ‘내 의견을 덧붙여 페이스북에 포스팅

할 것이다.’ 등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기술혁신성은

Ha(2005), Kim(2010) 등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토

대로 모바일과 관련된 기술에 맞게 재구성하였고, 패션

혁신성은 Yang and Lee(2009) 등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구통계학적 문항에서는 성별, 연령, 최

종학력, 직업, 결혼 여부, 월 평균 총수입, 월 평균 의류

구입비를 선다형식과 기술형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실증적 조사는 전문 리서치 기관의 패널을

이용하여 서울, 경기 및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20~30대

남성 및 여성을 대상으로 모바일 기기를 통해 페이스북

사용경험이 있는 응답자들로 한정하였다. 응답자들에게

정보유형, 방향성, 유대강도에 따라 각기 다른 구전정보

의 내용을 담고 있는 여덟 가지 유형의 설문지를 무작위

로 할당하였으며 각 설문지 유형별 80부씩 총 640부가

회수되었고, 불성실한 응답 80부를 제거하고 총 560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설문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사용하여 빈

도분석, 신뢰도 분석, 요인분석, 회귀분석, 분산분석을 통

해 분석되었다.

2. 분석결과 및 논의

1) 조작 검증

서로 다른 8가지 설문지 유형에 따라 연구참여자 집

단의 표본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 인구통계적 특성에

대한 카이제곱(χ
2
)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집단 간 유의

한 차이가 없어 각 설문지 유형의 표본들은 서로 동질

적인 집단임이 검증되었다. 다음으로 각각의 시나리오

에서 제시되는 구전정보와 유대강도가 연구참여자들에

게 제대로 인식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조작 확

인작업(manipulation check)을 실시하였다. 설문타입에

따라 조작된 정보유형(사실/평가)과 방향성(긍정/부정),

유대강도(강함/약함)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문항을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후, 각 응답의 평균값을 비교하고

t-test를 실시한 결과, <Table 3>과 같이 각 평균값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조작이 적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측정변수의 신뢰성을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각

변수들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변수에

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가 0.70 이상으로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신뢰성이 검증된 각 변수들의 측정문

항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진행한 결과 구전의 효과는 정보수용과 재구전 활동의

2가지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수신자 혁신성은 기술혁

신성과 패션혁신성의 2가지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2) 정보유형, 방향성, 유대강도가 구전효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1과 2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하여, 시나리오

에 따라 조작된 정보유형(사실/평가), 방향성(긍정/부정),

유대강도(강/약)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구전정보의 수

용 정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

Table 3. Independent sample t-test for manipulation

check

Independent

variables
Group Mean S.D t-value

Information

type

Factual 3.37 .55
29.41***

Evaluative 2.10 .47

Information

directionality

Positive 3.97 .69
33.60***

Negative 2.05 .66

Tie strength
Strong 5.03 .89

30.90***
Weak 2.64 .94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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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Table 4>와 같이 정보의 유형과 유대강도는 정보

수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

의 방향성은 정보수용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구전의 유형이 사실적이거나 평가적인 것에 따

라 소비자의 구전수용 정도가 달라짐을 의미하며 송신

자와 수신자의 유대강도가 강하고 약함에 따라 소비자

의 구전정보수용 정도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

유형과 유대강도의 각 평균 비교를 통해 구전정보가 사

실적이고 송신자와 수신자의 유대강도가 강할 때 정보

수용의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긍정, 부정으로 나뉘

어진 구전정보의 방향성에 따른 구전수용에는 유의미

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정보유형(사실/평가), 방향성(긍정적/부정적),

유대강도(강/약)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응답자들의 재

구전 활동 정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분산분석을 실시

한 결과, <Table 4>와 같이 정보유형과 방향성은 재구전

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에 반해, 유대강도는 재구전 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송신자와 수신자의 유대강

도만이 유일하게 구전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수신자와의 유대강도가 약할 때에는

정보방향성과 유형에 따른 구전의도에 차이가 없지만,

송·수신자의 유대관계가 강할 때, 부정적 정보, 평가적

정보에 대한 구전이 더욱 활발해지고 구전정보 수용의

도가 높아진다는 Kim et al.(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

다.

정보유형, 방향성, 그리고 송·수신자 간의 유대강도

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면 정보유형, 방향성, 유대강

도의 삼원상호작용에 따른 정보수용(F=6.314, p<.05)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별 유의 차

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유형(사실/평가), 방향성(긍정적/

부정적), 유대강도(강/약)에 따른 여덟 가지 집단을 개

별로 지정하여 평균 비교를 실시하고 이를 <Fig. 3>으로

나타내었다.

그래프를 살펴보면, 강한 유대강도 상황에서, 사실적

이면서 부정적인 정보를 접했을 때 정보수용이 가장 많

이 이루어졌으며 사실적 정보에 대한 수용의도는 부정

적 정보가 긍정적 정보보다 높았고 평가적 정보에 대해

서는 긍정적 정보의 수용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

한 약한 유대강도 상황에서, 사실적이면서 긍정적인 정

보를 접했을 때 구전수용이 가장 높았으며 평가적이면

서 긍정적인 정보에 대한 수용의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대강도가 강한 상황에서는 사실적

이면서 부정적인 정보에 대한 수용 의도가 가장 높았고,

그 이외의 정보들에 대한 수용 정도가 뚜렷하게 차이가

없었던 반면에 유대강도가 약한 상황에서는 평가적이

면서 긍정적인 정보에 대한 수용이 가장 낮았다.

3) 기술혁신성과 패션혁신성의 조절효과

정보유형, 방향성, 유대강도가 구전효과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기술혁신성과 패션혁신성의 조절효과를 검증

하기 위하여 기술혁신성과 패션혁신성의 평균값에 따라

각각 기술혁신성과 패션혁신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으로 분류하고, 분산분석(ANOVA)을 통해 이들이 어떠

한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알아보았다.

Table 4. The effect of information type, directionality, tie strength on WOM acceptance and WOM redelivery

Dependent WOM acceptance WOM redelivery

Independent Group Mean F Mean F

Information type
Factual 4.64

18.926***
3.45

2.404
Evaluative 4.29 3.30

Information directionality
Positive 4.44

.227
3.34

.425
Negative 4.48 3.41

Tie strength
Strong 4.71

36.933***
3.82

78.239***
Weak 4.22 2.93

***p<.001

R square=.103 (adjusted R square=.091) / R square=.136 (adjusted R square=.125)

Fig. 3. Three-way interaction of WOM accep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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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를 보면, 기술혁신성은 정보수용에 대해서

만 독립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으며 정보유형,

방향성, 유대강도가 정보수용과 재구전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패션혁신성

은 정보수용과 재구전 활동에 대해 각각 독립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나타냈으며 구전정보의 유형에 따른 정보

수용과 유대강도에 따른 재구전 활동에 대해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나 부분적인 조절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Duncan의 다중비교 결과, 패션혁신성이 높은 수신자

는 사실적이거나 평가적인 정보에 대해 정보수용에 차

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패션혁신성이 낮은 정보수신자

들은 평가적 정보에 대한 수용이 다른 경우보다 유의하

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구전 활동에 대한 유

대강도의 영향력을 패션혁신성이 조절하는 것이 확인

되었다. 패션혁신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서 모두

송신자, 수신자 간 유대강도가 강할 때 높은 재구전 의

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패션혁신성이 낮은 집

단에서는 특히 약한 유대강도에서 낮은 재구전 의사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시 말해, 유대강도가 약한

관계에서의 모바일 구전의 효과에는 패션혁신성의 조

절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약한 유대강도

간 구전일지라도 수신자의 패션혁신성이 높은 경우, 패

션제품에 대한 정보의 구전효과는 강한 유대강도 간 구

전효과의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다.

IV. Study2: 유대강도, 정보제시방법에

따른 구전효과

Study1을 통해 사실적이고 부정적인 정보가 구전효과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Study2

에서는 Study1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실적이면서 부정

적인 정보로 상황을 한정하고 정보제시방법(텍스트 혼

합형/이미지 혼합형/링크 혼합형)과 유대강도(강/약)에

따른 구전정보의 수용과 재구전 활동의 차이를 살펴보

고자 한다(Fig. 4).

연구문제 1: 정보제시방법, 송신자와 수신자의 유대

강도에 따른 구전효과의 차이를 분석한

다.

연구문제 2: 정보제시방법과 송·수신자 간의 유대강

도의 상호작용이 구전효과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한다.

연구문제 3: 정보제시방법과 유대강도가 구전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용자 혁신성의 조

절역할에 대해 분석한다.

Table 5. Moderating effect of technology and fashion innovativeness on WOM acceptance and WOM redelivery

Moderating variables Technology innovativeness Fashion innovativeness

Dependent Independent High Low F High Low F

WOM

acceptance

Technology innovativeness 4.64 4.26 29.461*** - - -

Fashion innovativeness - - - 4.66 4.20 21.523***

Information type
Factual 4.82 4.42

.328
4.71(A) 4.52(A)

5.137*
Evaluative 4.47 4.03 4.60(A) 3.96(B)

Information

directionality

Positive 4.64 4.21
.005

4.62 4.21
.955

Negative 4.64 4.26 4.70 4.20

Tie strength
Strong 4.95 4.42

1.778
4.82 4.56

3.356
Weak 4.35 4.04 4.50 3.88

WOM

redelivery

Technology innovativeness 3.45 3.29 3.180 - - -

Fashion innovativeness - - - 3.73 2.91 63.305***

Information type
Factual 3.51 3.39

.760
3.69 3.08

1.678
Evaluative 3.39 3.18 3.79 2.79

Information

directionality

Positive 3.42 3.25
.000

3.68 2.90
.472

Negative 3.47 3.33 3.79 2.93

Tie strength
Strong 3.91 3.72

.000
4.06(A) 3.50(B)

4.772*
Weak 3.01 2.82 3.39(B) 2.40(C)

*p<.05, ***p<.001

ABC Duncan test shows that means with different subscripts differ at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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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방법

1) 실험설계 및 측정

Study1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구전효과가 가장 높

게 나타났던 사실적이고 부정적인 정보로 상황을 한정

하고, Study1과 같이 구전정보의 자극물로 Nike+Sports

watch GPS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정보제시방법, 유대

강도, 정보수용과 재구전 활동의사, 사용자 혁신성에 관

한 질문들은 모두 동일하게 측정되었으며 정보제시방법

(텍스트/이미지/링크 혼합형)과 유대강도(강/약)에 따라

여섯 가지 설문지를 구성 후, 연구참가자에게 무작위로

하나의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설문지는 크게 여섯 부분으로 총 43개 문항으로 구성

되었으며 유대강도, 구전효과, 수신자 혁신성 및 인구통

계적 특성을 측정하는 문항은 Study1과 동일한 측정도

구로 측정되었다. 정보제시방법 측정문항은 무작위로 제

시된 텍스트/이미지/링크 혼합형에 대한 태도를 유용성

(이러한 형태의 문항은 유익하다/편리하다/정보제공적이

다), 오락성(재미있다), 신뢰성(신뢰할 만하다), 흥미유발

(호기심을 유발한다/나의 관심을 끈다)로 측정하였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Study2의 실증적 조사는 전문 리서치 기관의 패널을

이용하여 서울, 경기 및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20~30대

남성 및 여성을 대상으로 모바일 기기를 통해 페이스북

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로 한정하였으며 Study1

에 참여한 피험자는 제외되었다. 응답자들에게 여섯 가

지 유형의 설문지를 무작위로 할당하였으며 각 설문지

유형별 80부씩 총 480부가 회수되었으며, 총 480부가 최

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설문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사용하여 빈

도분석, 신뢰도 분석, 요인분석, 회귀분석, 분산분석을 통

해 분석되었다.

2. 분석결과 및 논의

1) 조작 검증

서로 다른 6가지 설문지 유형에 따라 연구참여자 집

단의 표본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 인구통계적 특성에

대한 카이제곱(χ
2
)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집단 간 유의

한 차이가 없어 각 설문지 유형의 표본들은 서로 동질

한 집단임이 검증되었다. 정보제시방법(텍스트/이미지/

링크)에 따라 유익성, 신뢰성, 편리성, 흥미유발 네 가지

에 대한 각 제시방법들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변

량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편리성에 대해서만 세 가지

정보제시방법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3.132, p<.05). 유대강도에 대한 조

작 역시 시나리오에 따른 유대강도 차이(강/약)가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t=24.84, p<.001) 나타나 조작이

적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신뢰성이 검증된 각 변수들의 측정문항에 대한 타당

성을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구

전효과는 정보수용과 재구전 활동의 두 가지 요인으로,

수신자 혁신성은 기술혁신성과 패션혁신성의 두 가지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2) 정보제시방법과 유대강도가 구전효과에 미치는 영

향

정보제시방법과 유대강도, 이들 간 상호작용이 구전

정보의 수용과 재구전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정보제시방법과 유대강도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연구참여자들이 느끼는 구전정보의 수용 정도를 종속변

수로 설정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6>과 같

이 정보제시방법과 유대강도 모두 정보수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제시방법이 문자

언어로만 이루어진 경우와 이미지가 중심적으로 보여

지는 경우 경우에 따라 소비자의 정보수용 정도에 차이

가 났으며, 송·수신자의 유대강도가 강하고 약함에 따

른 구전정보수용 정도 역시 차이가 났다. 이는 블로그 정

보가 사진이나 동영상과 같이 생생하고 구체적일 경우,

구전정보수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Park(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며, 온라인 구전특성이 모바

일 구전에서도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응답자

들의 재구전 활동 정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분산분

Fig. 4. Research model  - Study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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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실시한 결과, 정보제시방법은 재구전 활동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유대강도

는 정보수용과 마찬가지로 구전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구전정보의 제시방법에 따라

소비자들의 재구전 활동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송신자와

의 유대강도가 강하고 약함에 따른 수신자들의 재구전

활동 정도는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이미지와

같이 생생하게 전달되는 정보의 경우 소비자들이 더 많

이 인지하고 구전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는 기존 연구들

(Edell & Staelin, 1983; Herr et al., 1991; Holbrook &

Moore, 1981; Park, 2011)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

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 구전효과로 정의한 구전

정보 정보수용과 재구전 활동이 서로 구분되는 변수이

며, 선행변수로부터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3) 기술혁신성과 패션혁신성의 조절효과

정보제시방법과 유대강도가 구전효과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수신자 혁신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평균값에 따라 기술혁신성과 패션혁신성을 높은 집단

과 낮은 집단으로 분류하고, 일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

였다.

<Table 7>를 살펴보면, Study1에서와 마찬가지로 기

술혁신성은 정보수용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유의한 주

효과를 나타냈지만, 재구전 활동에 대해서는 유의한 영

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정보제시방법과 유대강도가 정

Table 6. The effect of information presentation method and tie strength on the WOM acceptance and redelivery

Dependent WOM acceptance WOM redelivery

Independent Group Mean F Mean F

Tie strength
Strong 4.80

7.124**
3.67

8.414**
Weak 4.58 3.32

Information presentation method

Text 4.56(B)

3.660*

3.54

.181Image 4.83(A) 3.48

Rink 4.67(AB) 3.46

*p<.05, **p<.01

R square=.033 (adjusted R square=.023) / R square=.019 (adjusted R square=.009)

AB Duncan test shows that means with different subscripts differ at p<.05

Table 7. Moderating effect of technology and fashion innovativeness

Moderating variables Technology innovativeness Fashion innovativeness

Dependent Independent High Low F High Low F

WOM

acceptance

Technology innovativeness 4.95 4.40 48.990*** - - -

Fashion innovativeness - - - 4.86 4.53 16.681***

Tie strength
Positive 5.09 4.42

3.439
4.97 4.65

.124
Negative 4.78 4.39 4.75 4.41

Information

presentation

method

Text 4.83 4.27

.050

4.73 4.39

.071Image 5.14 4.55 5.00 4.66

Rink 4.88 4.37 4.83 4.54

WOM

redelivery

Technology innovativeness 3.58 3.39 1.921 - - -

Fashion innovativeness - - - 3.81 3.17 46.076***

Tie strength
Positive 3.82 3.46

2.829
4.03 3.33

.503
Negative 3.30 3.34 3.75 2.89

Information

presentation

method

Text 3.60 3.48

.083

3.90 3.18

.533Image 3.61 3.36 3.94 2.99

Rink 3.54 3.34 3.81 3.17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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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용과 재구전 활동에 미치는 각각의 영향에 대한 조

절효과 또한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정보제시방법과 유

대강도의 상호작용이 정보수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조

절효과가 확인되어, 집단별 유의 차를 확인하기 위해 일

원배치 분산분석과 Duncan의 다중비교를 실시하였다.

<Table 8>에 따르면 기술혁신성이 높고 유대강도가 강

한 상황에서는 세 가지 정보제시방법(텍스트/이미지/링

크)에 상관없이 정보수용의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

면에 기술혁신성이 낮고 정보제시방법이 텍스트일 경우

유대강도와 상관없이 정보수용의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

음을 알 수 있었다.

Study1에서의 구전정보 특성변수인 정보유형, 방향

성과 다르게 Study2에서는 정보제시방법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들어감으로써 이들 간의 상호작용효과에 대해 기

술혁신성이 조절역할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구전정보를 수용할 때와는 다르게 재구전 활동에 대해서

는 조절역할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재구

전 활동을 할 때에는 송·수신자 간의 관계적 특성인 유

대강도를 제외한 나머지 구전정보특성이나 기술혁신성

과 같은 수신자 개인의 특성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고 할 수 있다.

각 정보제시방법에 따라 유대강도가 구전정보수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기술혁신성이 조절하는 양상을 더 자

세히 살펴보기 위해 평균값을 비교하여 <Fig. 5>로 나

타내었다. 텍스트 혼합형 정보제시의 경우, 유대강도가

정보수용에 미치는 영향은 기술혁신성에 의해 조절되어

기술혁신성이 낮은 경우 유대강도의 영향력이 없어져 유

대강도에 상관 없이 정보수용 정도가 낮게 나타났으나 기

술혁신성이 높은 경우에는 유대강도의 영향력이 유지되

었다. 이미지 혼합형 정보제시의 경우, 기술혁신성이 높

을 때에는 유대강도에 상관없이 정보수용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기술혁신성이 낮은 경우에는 유대강도의 영

향력이 유지되어 유대강도가 높을수록 정보수용 정도 역

시 높게 나타났다. 링크 혼합형 정보제시의 경우, 기술

혁신성이 높을 때에는 높은 유대강도 상황에서 정보수

용 정도가 높았으나, 기술혁신성이 낮을 때에는 반대로

유대강도가 낮은 상황에서 정보수용 의도가 더 높게 나

타나, 유대강도가 정보수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기술혁

신성에 의해 조절됨을 알 수 있다.

패션혁신성의 고, 저에 따른 패션혁신성의 조절효과

Table 8. ANOVA for the WOM acceptance by information presentation method, tie strength and technology inno-

vativeness

Dependent Tie strength
Information

presentation method

Technology innovativeness

HIGH group

Technology innovativeness

LOW group
F

WOM acceptance

Strong

Text 5.11(A) 4.25(C)

7.104**

Image 5.15(A) 4.74(AB)

Rink 5.01(A) 4.21(C)

Weak

Text 4.52(BC) 4.29(C)

Image 5.13(A) 4.39(BC)

Rink 4.74(AB) 4.51(BC)

**p<.01

ABC Duncan test shows that means with different subscripts differ at p<.05

Fig. 5. Moderating effect of technology innova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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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살펴본 결과, Study1에서와 같이 패션혁신성은 정보

수용과 재구전 활동에 대해 각각 독립적으로 유의한 영

향을 나타냈다. 하지만 Study1에서 유대강도에 따른 재

구전 활동에 대한 패션혁신성의 조절효과가 나타난 것

에 반해 정보제시방법과 유대강도가 정보수용과 재구

전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패션혁신성의 조절효과

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패션혁신성이 높거나 낮은

것이 정보제시방법과 유대강도에 따른 구전효과에 미

치는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모바일 기기를 통한 구전상황에서, 구전

정보특성과 정보제시방법, 송·수신자와의 유대강도가

정보수용 정도와 재구전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고자 Study1과 Study2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이

로부터 몇 가지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구전정보의 수용과 재구전 활동에 영향을 미치

는 변수들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Study1과

Study2 모두에서 구전정보의 수용에 대해서는 구전정

보특성 중 정보유형과 제시방법, 그리고 유대강도에 따

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재구전 활동에 대해서

는 모두 유대강도만이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전의 효과를 정보수용과 재구전 활동의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이들에 영향을 주는

변수에 차이가 있었으므로 구전효과를 단순히 하나의

차원에서 살펴보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둘째, Study1과 Study2에서 구전정보의 수용과 재구

전 활동 모두에 대해 유대강도가 강한 효과를 가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유대강도가 약한 상황보다 강한 상황

에서 사람들이 구전정보수용과 재구전 활동을 활발히 한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유대강도는 기존의 오프라인, 온

라인 구전과 마찬가지로 모바일 SNS를 통한 구전상황

에서도 정보의 수용, 재구전 활동과 같은 구전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Study1과 Study2에서 조절역할을 지니는

변수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두 연구에서 선행변수

를 다르게 사용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Study1에

서는 정보유형, 방향성, 유대강도에 따른 각기 다른 구전

정보를 접하는 상황에서 패션혁신성이 조절 역할을 하

였다. 즉, 패션에 관심이 많고 혁신적인 소비자일수록

유대강도가 높은 사람이 전달한 구전정보를 더 많이 수

용하고 활발한 재구전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 Study2에서는 각기 다른 정보제시방법과 유대강도

상황에서 기술혁신성이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혁신

적인 사람일수록 유대강도에 상관없이 각기 다른 방법

으로 제시된 정보에 대해 더 큰 수용의도를 나타내었다.

텍스트/이미지/링크 혼합형으로 이루어진 정보제시방법

은 페이스북의 기능적인 측면과 관련있기 때문에 소비

자의 페이스북 활용능력, 즉 기술혁신성에 따라 정보제

시방법이 구전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 것으로 보인

다.

본 연구는 기존의 온, 오프라인 구전과는 또 다른 형

태인 모바일 구전의 특성들을 정립하였다는 점에서 학

문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대부분의 온라인 구전

이 텍스트 기반인데 비해(Doh, 2006) 텍스트, 이미지, 링

크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지니고 있는 모바일

SNS 구전이 정보제시방법에 따라 구전효과가 달라짐

을 밝힘으로써 모바일 SNS가 다른 구전과 차별화되는

특성을 지님을 확인하였다. 소비자들이 어떠한 상황에

서 구전커뮤니케이션을 가장 활발하게 하고자 하는지

를 밝힘으로써 실무적으로 기업의 입장에서 최저의 비

용으로 최고의 효율과 기업 혹은 브랜드, 제품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패션브

랜드에서 모바일 SNS를 사용할 경우, 신속하고 즉시 접

속 가능한 모바일 특성을 활용하여, 소비자 의견에 빠

르게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소비자와 실

시간 1:1 대화가 가능하다. 모바일 SNS를 메신저와 같

은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활용함으로써 소비자와의 유

대감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정보구전을 이끌 수 있을 것

이다.

특히, 소비자가 기업이나 브랜드에 대해 느끼는 유대

감이 강할 때에 효과적인 구전이 가능할 것이므로 모든

소비자에게 무조건적인 바이럴 마케팅을 하기보다 해

당 브랜드 및 제품에 대한 타겟 소비자를 공략하고 이

들과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

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유대감이 특히 강한 청소년들

간 공유하는 네트워크는 마케팅 채널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20대와 30대 남녀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개발된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진행되

었기에 연구결과를 실제상황으로 일반화하는데 주의

가 필요하다. 또한 실험에 사용된 자극이 최대한 실제

모바일 페이스북 커뮤니케이션을 구현하도록 설계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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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피험자들에게 인위적 실험처치로 인식되고 이에

대해 과장되거나 부정확한 응답이 유도되었을 가능성

이 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여 향후 연구가 진행되

어야 할 것이며, 구전활동을 증가시킬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연구모델에 포함시킴으로써 기업들이 좀 더 구

체적인 구전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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