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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최근 몇 년 사이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는 온라인 구전의 총

아로 떠올랐다. 그 중에서도 페이스북은 월간 10억 명이 넘는 실사용자

를 기반으로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페이스북 환경에서의 온

라인 구전은 “좋아요”라는 고유한 기능 덕분에 블로그, 커뮤니티 등을 

통한 기존의 온라인 구전과 차별화된 특성들을 나타낸다. 만약 페이스북

의 이용자들이 게시물 하단의 “좋아요” 버튼을 누름으로써 그 게시물에 

대한 자신들의 동의나 호감을 표현하면, 동시에 해당 게시물은 네트워크

상에 있는 친구들의 타임라인으로 전달된다. 공식화하자면 [좋아요=동

의=구전]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획득한 “좋아요”의 개수는 누적되어 

표시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게시물에 동의를 표현했는지 

쉽게 ‘동의성’ 수준을 측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획득한 “좋아요”의 개수에 의해 동의성 수준이 낮거나 높게 

인지되었을 때, 그것이 나의 동의, 혹은 내가 “좋아요”를 눌러 친구들에

게 구전할 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동의성이 높다고 인지된 정보는 

다른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좋아요” 버튼을 눌러 동의하도록 유도해 더 

빠른, 혹은 광범위한 구전을 유발하지 않을까.  

본 연구의 아이디어는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해, 먼저 페이스북에서의 

동의성(독립변수)과 구전의도(종속변수) 등 주요 개념을 정의하고, 두 



변수의 관계성이 어떠한지, 거기에 작용하는 변수(매개변수, 조절변수)

들은 무엇인지 가설을 세워 임상적으로 검증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페이스북 환경에서 동의성은 구전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이것은 내용 신뢰성에 의해 매개되고, 사회적 실재감의 차원 중 친밀감

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 연구는 “좋아요”를 통한 페이스북의 독특한 구전 메커니즘을 규명

함으로써 아직 시작 단계에 있는 페이스북 구전 연구를 자극하는 한편, 

페이스북을 활용해 마케팅 전략을 시행하려는 실무자들에게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주요어 : 페이스북,  온라인 구전, 동의성, 구전의도,  SNS 마케팅 

학번 : 2006-2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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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배경  

Brooks(1957)가 처음 구체화한 WOM(Word of Mouth·구전)에 관한 연구

는 인터넷의 확산과 더불어 빠르게 가지를 뻗었다. 많은 연구자들이 개

방성, 동시다발성, 신속성 등 인터넷의 특성과 WOM이 결합했을 때 갖

는 폭발적인 파급력에 집중했다. 그리하여, 기존의 WOM와 인터넷 환경

에서의 WOM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밝히는 연구들, 거기에 작용하는 소

비자 행동의 매커니즘을 탐구하는 연구들이 쏟아져 나왔다.  

eWOM(electronic Word of Mouth·전자 구전 또는 온라인 구전)이라는 새로

운 용어도 탄생했다.  

그러나 온라인 환경은 오프라인 환경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 그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온라인 매체의 출현도 시시

각각 이뤄지기 때문에, 연구의 속도가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온라인 구전의 핵심 채널로 부상한 페이스북 환경에 

초점을 맞추어, 기존의 온라인 구전 연구에서는 설명되지 않은 페이스북

만의 구전 매커니즘을 밝혀내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페이스북에서의 구

전이 과거 오프라인 환경에서의 면대면 구전(face to face WOM)과 온라인

의 비대면 구전(non face to face WOM)의 중간적인 특징들을 지닌다는 점

에 주목했다. 예를 들어, 블로그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 기존의 온라인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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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들 중 상당수에서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닉네임을 사용하며, 정보

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된다. 즉, 정보 제공자가 누구인지 실명과 실물

이 드러나지 않는 비대면 구전의 성격을 지닌다. 이 때 정보 제공자의 

익명성은 정보 출처 신뢰성(source credibility)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다. 

반면, 페이스북은 온라인 매체이면서도 오프라인상에서의 면대면 구전

과 마찬가지로 정보 제공자가 실명성을 띠며 오프라인 환경에서의 인간

관계를 바탕으로 정보 교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페이스

북이라는 명칭이 상징하듯 이용자의 얼굴 사진과 이름, 신상 정보가 게

재된 개별 페이지가 연결된 구조로서, 면대면 구전에 좀 더 가까운 환경, 

혹은 유사 면대면(analogous face to face WOM) 구전 환경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로 온라인 구전의 중요한 화두였던 출처 신뢰성 문제 있어서 

기존의 온라인 매체와 다른 양상이 관찰된다. 페이스북에서 최초의 구전

은 자신의 페이스북 친구, 즉 이용자 스스로 구축한 네트워크에 기반해 

대부분 실명으로 이뤄지며, “좋아요”, “댓글”, “공유” 등을 통해 같은 

내용이 여러 차례 재구전되더라도 최초의 구전자가 중간 구전자와 함께 

명시된다. 면대면 구전처럼 구전자(출처)의 명확성이 확보되는 것이다. 

페이스북 구전에서 정보 제공자와 수용자간에 높은 상호작용성, 또는 즉

각성을 보인다는 점 역시 면대면 구전과 유사하다. 블로그, 커뮤니티 등

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온라인 구전 환경에서 정보 제공자가 정보 수용

자의 피드백을 받기 어렵거나 그 과정이 지연되었다면, 페이스북 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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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구전은 즉각적으로 피드백이 이뤄진다. 정보 수용자는 “좋아요” 

버튼을 이용해 정보에 대한 동의, 만족, 구전의사 등을 간단하고 빠르게 

표시할 수 있고, 정보 제공자는 페이스북의 알림 기능을 활용해 반응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제 2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새로운 온라인 구전 환경으로 각광 받는 페이스북의 구전 프

로세스를 개념화하는 동시에, 이 프로세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동

의성(누적된 “좋아요”의 개수)’이 어떻게 또 다른 ‘동의(“좋아요”)’에 영

향을 미침으로써 구전을 유발하는지 임상적으로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더불어 페이스북의 동의성을 매개하는 변인과 조절하는 변인을 밝

혀내고자 한다.  

연구 목적을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페이스북에서 페이스북으

로의 구전(facebook to facebook WOM)을 기존 면대면 구존과 비교해 

유사 면대면 구전(analogous face to face WOM)이라 규정하고, 동의성을 

측정하는 새로운 방법(획득한 “좋아요”의 개수 측정)을 제시한다. 또한, 

이렇게 측정된 동의성 수준이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검

증한다.  

다음으로는, 면대면 구전과 비면대면 구전에서 큰 차이를 나타냈던 신

뢰성(credibility)과 사회적 실재감(social presence)의 변인이, 면대면과 비면

대면 양쪽의 특성을 모두 지닌 페이스북 구전 프로세스에 어떻게 작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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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탐색한다. 이로써 단순한 현상의 관찰에 머물지 않고 페이스북 구

전 프로세스에 대해 보다 깊은 통찰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페이스북은 최근 새롭게 시장 지배적 지위를 점한 매체이며 그 영

향력을 계속해서 확대해가고 있다. 매체의 특수성을 반영한 구전 프로세

스 연구는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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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연구 가설 

제1절 이론적 배경 

1) WOM 과 eWOM  

WOM(word of mouth구전)은 소비자들의 네트워크에서 이뤄지는, 상품, 

브랜드, 서비스에 관한 정보 교환을 의미한다(Brooks, 1957). 

eWOM(electronic word of mouth·온라인 구전)은 WOM가 가상의 인터넷 환

경에서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Bussiere, 2000). 즉, 블로그, 이메일, 소비

자 의견 게시판, 소비자 커뮤니티,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등 모든 온라인 

채널을 통해 상품 속성 등의 객관적 정보, 상품와 연관된 경험, 조언, 추

천 등 주관적 정보를 소비자들이 열람하거나 이에 관한 의견을 주고 받

는 것이 eWOM이다(Bickart and Schindler, 2001; Hennig-Thurau et al., 2004; 

Phelps et al., 2004; Thorson and Rodgers, 2006; Hung and Li, 2007). 

구전 환경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 온 뒤, 구전의 영

향력은 더 커졌다. 글로벌 리서치 기업 닐슨(Nielson)의 보고서 ‘Consumer 

Trust in Online, Social and Mobile Advertising Grows(2012)’에 따르면, 설문 조

사 결과 응답자 중 70%는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온라인에 게시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시장조사전문기관 트렌드모니터

(Trendmonitor)의 ‘소비자 리뷰의 영향력 조사(2012)’에 따르면, 소비자 10

명 중 8명(79%)은 구매 시 항상 상품 리뷰를 확인하고, 10명 중 7명

(69.3%)은 리뷰가 부정적이면 해당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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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WOM이라는 용어는, 온라인 환경에서 기존의 구전(WOM)과 다른 특

성들이 나타난다는 점을 인지하고 두 가지를 구별하면서부터 쓰였다. 박

찬, 유창조(2006)는 페이스북이 온라인 구전의 중요한 플랫폼으로 부상하

기 이전까지의 WOM과 eWOM의 차이를 [표-1]과 같이 정리했다. 

 

［표-1］ 페이스북 플랫폼 등장 이전까지의 오프라인 구전과 온라인 구전의 

차이점 비교（박찬, 유창조，2006) 

특징 오프라인 구전 온라인 구전 

정보제공자의 수 소수 다수 

정보제공자의 

신뢰도 평가 

실명성， 

여러 평가 단서 존재 

익명성， 정보제공자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어려움 

정보제공자와의 

접촉 방법 
순차적 접촉 

일시에 다수의 의견 청취 

가능 

피드백의 

양과 가능성 

수신자가 피드백의 양을 

요구하거나 조절할 수 

있음 

피드백을 받기 어렵고 

받더라도 지연됨 

접촉방식 일대일 대면 접촉 비대면 접촉 

정보획득 시점 수시 접촉 
구매 시점의 정보 획득 

용이 

정보수집 비용 
시간 측면에서의 비용 

발생 

시간과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음 

 

2000년대 중반 이후 eWOM에 관한 연구들은 상품 판매에 미치는 영향

력(Park and Kim, 2009; Chevalier and Mayzlin 2006; Goldsmith and Horowi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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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소비자의 의사결정 과정(Gretzel, Ulrike, and Yoo, 2008; De Bruyn and 

Lilien, 2008), 출처 신뢰성(Shamdasani et al., 2001; Lee et al. 2009; Doh and 

Hwang, 2009), 방향성(Zhang, Craciun, and Shin, 2010), 상품 종류(Park, and 

Lee 2009) 등 WOM에 관한 전통적인 연구 주제를 eWOM에 맞춰 재적용

했다.  

기존의 WOM과 대비되는 eWOM만의 특성을 찾아내려는 노력도 있었

다. 온라인 환경에서 국경을 초월해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진다는 점에 착

안한 eWOM과 문화간 비교(cross culture comparison), eWOM에서의 원산지 

효과(country-of-origin effects) 연구 등이 그 예이다(Fong, John and Burtonb, 

Suzan, 2008).   

스마트폰 보급률의 폭발적인 증가로, 소비자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

고 eWOM을 접하게 되고, 이를 다시 SNS로 광범위하게 확산시킬 수 있

게 되면서 eWOM 연구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과거에는 온라인 커

뮤니티와 블로그에서의 eWOM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환경에서의 eWOM 연구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2) eWOM에서의 동의성과 신뢰성 

구전에 있어서의 동의성(Consensus)에 대해, Bone (1995)은 “둘 이상의 

사람들이 구두로(verbally) 상품의 성능에 대해 동의하는 것”이라고 정의

했다. 동의성은 eWOM 연구에서 중요한 특성이다. 온라인 구전 환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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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른 소비자들을 통해 획득한 동의성이 구전 내용의 유효성을 판단하

는 핵심 준거가 될뿐더러 구매 행동까지 좌우하기 때문이다(Elliot, 2002).  

많은 사회학 연구들은 여기에 학문적 근거를 제공한다. Festinger(1954)

의 사회비교이론(social comparison theory)에 의하면, 개인은 자신이 소속된 

집단의 동의성을 참고해서 자신의 의견을 형성하며, 동의성이 낮을 경우 

그 의견이 옳다는 확신을 갖지 못해 다수의 의견과 균형을 맞추려는 경

향이 있다. Cialdini(1993)는 사회적 증거의 법칙(The Principle Of Social 

Proof)을 통해 “영화관에서 빈 팝콘 박스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쭉 뻗

은 고속도로에서 얼마나 빨리 운전해야 할지, 식당에서 닭고기를 어떻게 

먹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을 찾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

하는가를 중요한 가이드로 삼는다”고 했다. 달리 말하면, 의사 결정의 근

거로 삼을 결정적 단서가 없어 불확실성이 증폭될 때, 사람들은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이들의 행동을 기준으로 삼아 휴리스틱적 의사결정을 한

다는 것이다. 귀인이론(attribute theory)을 연구한 여러 학자들도 여기에 

맥을 같이 한다(Kelly, 1972; Miller and Ross, 1975; Lee et al.,1977; Mizerski et 

al.,1979). 이들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의 실체에 대해 타인이 같은 효과

를 경험할 때 그 효과의 진정성을 더욱 신뢰하게 되며, 얼마나 많은 사

람들이 우리와 같이 행동을 하느냐를 보고 행동의 옳고 그름을 결정한다.   

동의성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결국 신뢰성과 연관된다. 정리하자면, 동

의성은 어떤 대상 혹은 행동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주고 실패의 가능성을 

줄여주는 유용한 도구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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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온라인 구전에서의 신뢰성 연구는 주로 출처 신뢰성(Cheung et 

al.,2009; Doh Hwang, 2009; Hung and Lee, 2007)에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페이스북에서는 구전이 거듭되더라도 최초의 구전자가 중간 구전자와 함

께 표시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출처 신뢰성을 실험 변수로 고려하지 

않았다. 대신 구전의도를 매개하는 변수로서 내용 신뢰성을 도입했다.  

 

3)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페이스북 

2000년대 초반 처음 모습을 드러낸 SNS(e.g. Friendster in 2002, MySpace 

in 2003, LinkedIn in 2003)는 2005년 마이스페이스(MySpace)가 페이지뷰에

서 구글을 앞서는 등 급격한 성장세를 드러낸 뒤부터 연구자와 실무자들

의 관심을 끌었다. SNS을 기반으로 한 마케팅에 대한 연구는 201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2004년 첫 서비스를 시작하고 2007년 5월 플

랫폼을 런칭한 페이스북(Facebook)은 불과 5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를 확보한 SNS의 최강자로 떠올랐으며, 트위터(Twitter)와 더불어 

온라인 구전의 핵심 채널로 기능하고 있다.  

페이스북 본사가 공식 웹사이트 뉴스룸을 통해 2012년 10월 4일 공개

한 Factor Sheet에 따르면, 2012년 9월 현재 월간 페이스북 실사용자(active 

user)는 10억 명을 넘어섰으며 [그림-1]에서 볼 수 있듯  증가세가 뚜렷하

다. 이 그림에 표시된 수치는 30일간 페이스북 웹사이트와 모바일 기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페이스북에 로그인한 횟수, 페이스북과 연동된 제3

의 웹사이트로부터 페이스북으로 콘텐츠를 공유한 횟수를 합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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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１］ 페이스북 이용자수의 월별 증가 추이 

 

  출처: Facebook corporate site,＂Trends in Our User Metrics＂ 

from Annual Report 2012 

 

Global Web Index가 온라인으로 발간한 연간보고서 <Social Platform 

Adoption Trends 2012>에 따르면 2012년 말 현재 페이스북의 월간 실사용

자수(10억 명)는 전체 소셜 플랫폼 중에서 1위이다. 점유율로는 페이스북

이 SNS 전체에서 41%를 차지한다. 이는 2위인 Google+(약 21%)의 약 2

배, Twitter(약 16%)의 3배 이상이다. 그런가 하면, Lenhart et al. (2010)은 

“‘Social media and mobile internet use among teens and young adult’에서 18세부

터 29세 사이의 인터넷 이용자 중 70%가 SNS를 이용하고, 그 중 73%가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페이스북을 가장 인기 있는 

SNS로 손꼽았다.  

2012년 5월 나스닥(NASDAQ)에 상장한 페이스북의 기업 자산가치는 

기업 자료를 통해 명시되지 않았으나, 애널리스트들에 의해 상장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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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 770억 달러에서 960억 달러로 추정됐다(최현미, 2012). 

페이스북, 또는 SNS에 관한 연구는 아직 시작 단계이다. 지금까지는 

이용 동기 관련 연구가 가장 많았다. Lin and Lu(2011)는 페이스북의 주된 

이용 목적은 더 많은 상호작용, 소통, 공유 기회를 누림으로써 타인과의 

관계를 발전, 유지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Hart et al.(2008)은 이용자들이 

페이스북을 통해 즐거운 일을 경험하고, 자기 표현의 기반을 마련하며, 

지난날의 기록을 저장하는 등 감성적, 쾌락적 가치를 얻기 때문에 페이

스북을 이용한다고 말했다.   

 

4) 페이스북 환경에서의 eWOM  

페이스북의 본질은 확산이다. 구조적으로 구전의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다. A라는 페이스북 이용자가 어떤 게시물을 포스팅했다고 가정하자. 

그의 게시물은 곧 네트워크상에 있는 친구들의 타임라인으로 전달될 것

이다. 이를 확인한 친구가 “좋아요(like)”, “댓글(comment)”, “공유(share)”, 

“태그(tag)” 등의 메뉴를 통해 피드백할 수 있는데, 이렇게 사용자들이 

피드백한 게시물은 자동으로 다른 이들에게 전달, 즉 재구전된다.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가진 페이스북 이용자 A, B, C가 있다고 가정할 때 구

전 프로세스는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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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２］ 페이스북 환경에서의 구전 과정 

 

 

 

페이스북은 앞서 언급한 툴 이외에도 꾸준히 새로운 구전툴을 개발, 

도입하고 있다. 이를테면, 자신이 방문한 장소(레스토랑, 콘서트장, 영화

관 등)에 대한 정보(위치, 이미지, 평가)를 제공함으로써 구전효과를 발휘

할 수 있는 포스퀘어(Foursquare)라는 체크인 어플리케이션(Check in appli-

cation)을 페이스북에 연동시켰으며, 페이스북 메시지에 위치 정보를 표

시할 수 있는 자체 체크인 장치(Check in tool)도 만들었다.    

기업들이 페이스북을 통한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에 관심을 갖

는 이유는 그 영향력이 광범위하고, 그 정보가 표적 집단까지 빠르고 정

확하게 도달하며, 개인 성향이나 정보 공유 내역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 구전이 가능해서이다(Hensel & Deis, 2010).   

기존의 여러 연구들이 증명했듯, 소비자는 구매 의사 결정에 있어 지

인이나 사용자의 추천을 매스미디어의 광고를 통한 설득 메시지보다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제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정보는 소비자

와 소비자 간(consumer-to-consumer)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자발적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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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되는 구조 하에서 그 파급력이 커지며, 페이스북은 바로 그러한 

eWOM의 물리적 기반이 된다(Daniasa, et al., 2010). 한규훈(2012)은 “수많

은 기업들이 SNS를 활용한 마케팅에 열중하고 있는데, 근래 들어, SNS의 

마케팅 이용가치에 대한 인식이 의혹의 단계에서 확신의 단계로 전환되

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이 본격적으로 위력을 발휘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에 비해 아직 연구가 충분히 진행되지는 않았다. 뿐만 아니라, 

최근 이뤄진 연구들 중 상당수는 기업 전략 차원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기업 SNS 계정의 활용 효과나 방법을 다뤘다(이은선과 김미경, 

2012; 최순욱, 2011). 페이스북의 구전 매커니즘이 지닌 본질적이고 차별

적인 특징을 소비자 행동과 연결시킨 연구, 페이스북 구전 매커니즘에 

대한 일반적인 관점의 연구가 절실하다.  

 

5) 사회적 실재감 

Short, Williams, and Christie (1976)은 사회적 실재감(social presence)을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화자 이외의) 행위자들이 커뮤니케이션 상호

작용에 함께 참여한다고 느끼는 것”또는 “미디어를 이용함에 있어서 커

뮤니케이션 상대방과 서로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과 흡사하게 느껴지

는 정도”라고 정의했다.   

가상 환경, 즉 온라인 환경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에서 사회적 

실재감은 중요한 이슈이다. Gefen & Straub (2004)이 언급했듯 사회적 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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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의 수준에 따라 온라인 접촉에 대해 느끼는 직접성과 간접성의 정도가 

달라지고, 이는 온라인 서비스의 성패를 좌우하는 열쇠가 될 수 있기 때

문이다. Straub & Karahanna(1998)는 “과업이 모호하고 불확실할 때 사람들

은 사회적 실재감 수준이 높은 매체를 통해 소통하기를 원한다”고 말했

다.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SNS가 활성화된 이후 사회적 실재감은 점

점 더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Cheung et al.(2011)은 “SNS를 사용하

는 개인들은 면대면 구전과 비슷한(사회적 실재감이 강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수행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실재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다양하다. Rice et al(1990)은 

“수용자가 관찰 가능한 고개 끄덕임, 눈동자의 움직임, 제스처, 표정, 신

체적 근접성 등의 비언어적 요소에 의한 심리적 상황 전달을 통해 대화 

상대방의 존재 인식, 사회적 실재감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했

다. 그는 또, “커뮤니케이션 매체에 따라 사회적 실재감에 차이가 나는 

것은 각 매체가 지닌 자극 전달(stimulus-conveying)의 상대적 제한성 때

문”이라고 언급했다. Lombard과 Ditton(1997)은 이와 관련해 “이용 가능한 

채널과 코드의 수가 적을수록 커뮤니케이터들 상호간에 사회적 실재감이 

약해진다”고 했다.   

기존 연구에서 친밀감(intimacy)과 즉각성(immediacy)은 사회적 실재감

을 설명하는 중요한 차원으로 여겨졌다. 여기서 친밀감은 눈 맞추기, 물

리적 근접성, 대화의 주제 등을 말하며, 즉각성은 정보의 제공자와 수용

자간의 심리적인 거리를 말한다(Argyle and Dean, 1965; Wiener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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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hrabian 1968). 또 다른 중요 차원인 상호작용성(interactivity)을 제시한 

연구들도 있다. Tu(2002)는 사회 실재감을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 온

라인 커뮤니케이션(online communication), 상호작용성(interactivity)의 세 가

지 차원으로 개념화했다. 이 중 사회적 맥락은 CMC(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사용자의 특성과 CMC 상황 인지를 고려해 구성한 것으

로 친밀감과 연결된다. 상호작용성은 컴퓨터라는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

는 협력적 행위와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며, 부분적으로 즉각성과 통한

다. 여러 학자들에 의해 서로 다른 이름이 붙여진 사회적 실재감의 하위 

차원들은 서로 겹치거나 상통하는 부분이 많다. 본 연구에서는 페이스북

의 매체 특징과 측정의도에 걸맞게 사회적 실재감의 차원을 추출, 재구

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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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절 연구 가설 및 연구 모형 

본 연구는 ［그림-３］과 같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온라인 구전

의 특성 중 동의성(consensus)이 구전의도에 미치는 주효과, 여기에 내용 

신뢰성(content credibility)의 매개효과, 사회적 실재감(social presence)의 조

절효과를 검증한다.  

 

［그림-３］ 연구 모형 

  

  

 

 

 

 

 

 

  

1) 주효과：페이스북 환경에서 동의성이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

향  

페이스북 공식 사이트의 뉴스룸이 제공한  [그림-4] ‘댓글수와 공유 가

능성의 관계도(2012)’를 보면 댓글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공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내용 신뢰성 동의성 구전의도 

 

사회적 실재감 

친밀감 

상호작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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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４］ 댓글수와 공유 가능성의 관계도 

출처: Facebook corporate site (https://newsroom.fb.com) 

 

 비록 이 자료에서는 획득한 댓글수를 정보의 동의성 정도가 아닌 사회

적 연결망(social tie)의 강도를 판단하는 근거로 보았고, 획득한 “좋아요” 

개수와 공유가능성의 관계를 분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위 

그래프의 X축 변수인 획득한 댓글수를 획득한 “좋아요”의 개수(동의성의 

수준)으로 대체했을 때에도 공유가능성(구전 의도)에 대해 유사한 그래프

가 그려질 것이라 예상했다. 그리하여 첫 번째 가설은 다음과 같다.  

 

 

 

2) 내용 신뢰성에 의한 매개효과 

기존의 구전의 신뢰성(redibility)에 관한 연구는 주로 출처 신뢰성

(source credibility)에 집중되었다. 커뮤니티나 블로그, 인터넷 사이트를 통

H1 페이스북 환경에서 동의성은 구전의도에 정(+)의 영향    

을 미친다 

https://newsroom.f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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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구전에서 흔히 나타나는 익명성 때문이다. 그러나 페이스북에서는 대

부분의 구전이 실명으로, 페이스북 친구 네트워크 안에서 이뤄진다. 따라

서 출처 신뢰성보다는 동의성에 의해 유발되는 내용 신뢰성(content cred-

ibility)에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매개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두 번째 가설은 다음과 같다.  

 

 

 

3) 사회적 실재감에 의한 조절효과 

세 번째 가설은, 유사 면대면 구전의 형태를 띠는 페이스북에서 면대

면 구전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실재감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추정

하고, 사회적 실재감의 차원과 수준에 따라 동의성이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 실증해보고자 했다.  

 

H3   페이스북 환경에서 동의성이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적 실재감에 따라 달라진다. 

H3-1 페이스북 환경에서 동의성이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친밀감이 강할수록 증가한다. 

H3-2 페이스북 환경에서 동의성이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상호작용성이 강할수록 증가한다. 

H2    페이스북 환경에서 동의성이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

은 내용 신뢰성에 의해 매개된다. 



19 

 

제３장 연구 방법 

 

제１절 사전 조사   

 본 실험에 앞서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페이스북 환경 하에서 정보 전

달 및 공유 행동에 대해 인지하는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사전 조사(pre-

test)를 실시했다.  

이 사전 조사를 통해, 본 조사의 가장 중요한 가설인 “좋아요”를 통한 

동의성과 구전의도의 상관관계가 타당성을 지니는지 가늠해보았다. 또한, 

사전 실험 참가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본 실험의 조작 수준 결정을 결정

하고, 여러 변인들의 적절성을 확인하고자 했다. 

당초에는 서울대학교 학부생 중 특정 수업의 수강생을 편의표본추출

해 지면으로 사전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인쇄물을 통해 

설문하는 것보다는 실제 페이스북 환경하에서 사용 패턴을 조사하는 것

이 표본을 페이스북 이용자로 한정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

여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바꾸었다.   

설문은 2012년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 11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온라인 설문 시스템 퀄트릭스(Qualtrics)를 활용해 설문지를 작성한 뒤 페

이스북 게시물에 설문조사 링크를 첨부하여 배포했다. 설문 참가자가 이 

게시물을 자신의 페이스북 친구들과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설문지를 확산

시켰다. 

사전 조사에서는 타인이 누른 “좋아요”의 개수를 동의성(consensu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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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로 여길 수 있는지, 자신이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를 구전 행동으

로 파악하고 있는지 등 본 조사의 기본 전제를 확인하기 위한 이분형 문

항(예/아니오)과 7첨 리커트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7

점)를 이용한 문항을 제시했다.  

응답을 수집한 결과, 이분형 문항 중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면 친

구들과 공유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항목에 대해서 110명 중 105명

이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게시물을 친구들과 공유하기 위해 “좋아요”

를 누른 적이 있다’라는 항목에 대해서 110명 중 74명이 “그렇다”고 응

답했다.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 문항 중 ‘게시물의 “좋아요”의 개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내용에 동의했는지를 나타낸다’라는 항목에 대해

서는 M=5.24 (Md =5)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좋아요”를 통한 페이스북의 구전 

매커니즘을 이해하고 있으며, 실제로 구전의도가 있을 때 “좋아요”를 누

른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조사의 전제는 성립한다.  

 

제２절 본조사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조사에서는 정확한 측정과 분석을 위해 변수들을 실험 연구에 부합

하는 개념으로 [표-2]와 같이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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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변수 조작적 정의 

독립 

변수 
동의성 

획득한 “좋아요”의 개수가 많을수록 동의성이 높

고 적을수록 동의성이 낮은 것으로 정한다. 실험

에서 동의성이 낮은 조건은 획득한 “좋아요”의 개

수가 1인 경우로, 동의성이 높은 조건은 획득한 

“좋아요”의 개수가 1,467인 경우로 조작한다.  

종속 

변수 

구전 

의도 

구전의도는 페이스북에서 제시된 정보를 접한 뒤 

“좋아요”버튼을 눌러 게시물을 친구들에게 전달하

겠다는 응답으로 한정한다.  

페이스북 환경에서의 또 다른 구전 수단인 “댓글”

은 내용의 방향성에 따라 동의가 아닐 수 있으므

로, “공유하기”는 “좋아요”보다 높은 수준의 구전

의도를 요하므로, “태그”는 구전할 대상자를 구체

적으로 지정해야 하므로 본 실험의 구전의도 측

정 아이템에서 제외한다.  

매개 

변수 

내용 

신뢰성 

조작된 자극물을 접하게 한 뒤 내용의 신뢰 정도

를 7점 척도로 묻는다. 

조절 

변수 

사회적 

실재감 

사회적 실재감의 여러 차원 중 페이스북의 “좋아

요”가 유발하는 친밀감과 상호작용성을 택하되, 

오프라인 구전 환경에서의 척도에 온라인 구전 

환경에서의 척도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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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설계 및 표본 구성 

실험은 동의성의 수준(낮음vs.높음)에 따른 집단간 요인(between sub-

ject)으로 설계했다. 2개의 실험 조건은 105명의 설문참가자에게 무작위로 

배정했다. 설문조사 기간은 2012년 12월 3일부터 4일까지였으며, 온라인 

설문 시스템 퀄트릭스(Qualtrics)를 활용해 설문지를 작성한 뒤 페이스북 

게시물에 설문조사 링크를 첨부하여 배포했다. 또한 설문 참가자가 이 

게시물을 자신의 페이스북 친구들과 공유하도록 요청해 설문지를 확산시

켰다. 페이스북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한 것은 사전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응답자를 페이스북 이용자로 한정하고, 설문에 응할 때 페이스북 이용 

상황을 쉽게 가정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3) 측정 도구 및 절차 

모든 설문은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됐다. 사회적 실재감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는 Tu(2002)의 아이템을 참고했으나, 그의 3차원 구분이 

페이스북 환경에 다소 적합하지 않아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과 상호

작용성(interactivity)의 두 차원에서 질문을 추출해 수정했다. 구전의도를 

측정하는 문항에서는, 구체적으로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를 통해 구전

할 의도가 있는지 물음으로써 결과의 자의적 해석 여지를 배제했다. 

데이터 분석을 위한 통계 패키지로는 SPSS 18를 사용했으며, 자료 분석 

방법으로는 기술통계분석, 요인 분석, 신뢰성 분석, t-test, ANCOVA, ANO-

VA 를 사용했다. 설문 마지막에 설문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하는 

문항을 넣어 3점 이하로 낮게 응답한 사람은 분석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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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변수의 측정 문항 

변수 측정 문항 

동의성 많은 사람들이 이 게시물에 동의했다 

내용 신뢰성 이 게시물의 내용은 믿을만하다 

사회적 실재성 

(친밀감) 

페이스북을 통한 소통은 인격적이다 

나는 페이스북 친구와의 관계를 친밀하게 느낀다 

나는 페이스북 친구와의 관계를 신뢰한다 

나는 페이스북에서 친구와 소통할 때 종종 가까이에 있

는 것처럼 느낀다 

사회적 실재성 

(상호작용성) 

나는 페이스북에 올라온 정보에 신속하게 응답할 수 있

다 

나는 페이스북에 내가 올린 정보에 대해 즉각적으로 응

답을 받을 수 있다 

나는 페이스북을 통해 친구와 협력할 수 있다 

나는 페이스북에서 교환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구전의도 "좋아요"를 눌러 이 게시물을 친구에게 전하고 싶다. 

 

 

4) 자극물 구성 

조작된 구전 정보의 형태는 소비자들에게 다소 낯선 것, 즉 불확실성

이 강한 것으로 했다. 다른 변인이 아닌 조작된 동의성 조건에만 영향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동의성 수준의 조작은 사전조사(pre-test)의 결과에 따르려 했으나, 획득

된 “좋아요”의 개수가 몇 개일 때 동의성의 수준을 낮거나 높게 느끼는

지에 대한 주관식 문항에는 불성실한 답변 또는 미답변이 많았다.   



24 

 

그리하여, 동의성 수준의 조작은 설문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자극물의 

강도를 극단적으로 대비시킬 수 있는 임의의 숫자를 선택했다. 동의성이 

낮은 수준은 1명이 “좋아요”를 누른 것으로, 높은 수준은 1,467 명이 “좋

아요”를 누른 것으로 정했다. 동의성과 함께 제시된 자극물은 가상의 작

가가 발행한 에세이집에 관한 것으로, 동의성을 제외한 다른 자극 요인

을 최대한 배제하도록 했다. 또한, 페이스북 게시물의 디자인을 구현했다. 

 

[그림-5]  자극물 조작의 예시 (조건 : 동의성 수준 높음) 

 
미국 작가 애슐리 스미스의 에세이 모음집 <작은 행복>이 최근 발매됐다.  

이 책은 삶에서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작은 행복에 대해 이야기하는 짤막한 

글들을 담고 있다. 

각 글들은 경쟁과 스트레스가 심화되는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지나쳐 갈 만

한 일상을 돌이켜 보며, 작은 행복이 곳곳에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다. 

1,467 명 이 좋아합니다 

 

5)  외생변수 통제 

실험 과정에서 내용의 방향성(content valence), 길이(Length), 복잡성

(writing complexity) 등 외생변수(external factors)가 혼입(confounding)되지 

않도록 통제했다.  

구체적으로, 정보의 방향성에 대한 외생변수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글

쓴이의 감정이나 주관적인 생각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사건, 사고를 보

도하는 스트레이트 뉴스(straight news) 형식으로 작성했다. 자극의 양을 

늘리면 자극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험변수 측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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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성과 외생변수 혼입의 방지를 위해 자극물의 메시지 길이는 약 50단

어로 제한했다.  

사전조사 결과, 자극물에 이미지나 동영상을 첨부할 경우 연구자에 의해 

조작된 동의성이 아닌, 이미지나 동영상에 대한 참가자의 내재적 동의성, 

즉 호감 또는 비호감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자극

물의 정보 전달 방식은 텍스트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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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４장 연구 결과 

제１절 인구통계학적 분석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분포를 살펴보면, ［표－５］와 같이 남

성이 45.2%, 여성이 54.8%로 여성이 더 많았다. 연령은 30대가 가장 높

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20대와 40대가 많았다. 직업은 회사원이 

가장 많았으며, 응답자의 대부분이 서울 및 경기, 인천 지역에 거주했다. 

페이스북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했기 때문에 페이스북 네트워크 상에 있

는 국외 거주자도 일부 포함됐다.  

 

［표- 4］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분포 

문항 구분 표본수 구성비(%) 

성별 
남 

여 

47 

57 

45.2 

54.8 

연령 

 

20대 

30대 

40대 

26 

72 

6 

25.0 

69.2 

5.8 

직업 

자영업 

회사원 

전문직 

특수직 

학생 

주부 

기타 

2 

51 

24 

5 

13 

2 

7 

1.9 

49.0 

23.1 

4.8 

12.5 

1.9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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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서울 

경기/인천 

5대 

광역시(광주, 

대구, 대전, 

울산, 부산) 

그 외의 국내 

시도군 

국외 

65 

29 

3 

 

 

2 

5 

62.5 

27.9 

2.9 

 

 

1.9 

4.8 

합계  104 100% 

 

 

제2절 조작 점검 

본 연구에서는 구전 정보에 대한 동의성이 구전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동의성이 낮은 수준을 “1명이 좋아합니다”, 동

의성이 높은 수준은 “1,467명이 좋아합니다”로 각각 조작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독립변수가 적절하게 조작되었

는지 조작점검을 실시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두 가지로 조작된 동의

성 수준을 임의 배정한 뒤, 높낮이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7첨 척도로 응

답하도록 했다. 집단간 응답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는 t-test를 통해 확인

했다. 분석 결과, 동의성이 낮게 조작된 집단(M=2.36)과 동의성이 높게 

조작된 집단(M=5.75)간에 t-value = -13.458, p-value = 0.000으로, p<0.01 유의 

수준에서 두 집단의 동의성 수준 인지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독립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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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조작이 잘 되었다고 할 수 있었다. 

 

[표-5 ] 동의성 수준의 조작 점검 결과 

 

 

구분 

평균 표준편차 

t-value p-value 동의성 

낮음 

(N=53) 

동의성 

높음 

(N=51) 

동의성 

낮음 

동의성 

높음 

동의성  

수준 인지 
2.36 5.75 1.429 1.111 -13.458 .000** 

** p<0.01 

 

제3절 타당성 분석  

 변수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는가를 파악하

기 위해 요인 분석을 실시했다. 같은 개념을 측정하는 변수들이 동일한 

요인으로 묶이는지 확인하여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검정했다. 요인추출방

식으로는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를 사용하고, 요인 적재

값 단순화를 위해 직교회전방식(varimax)을 채택했다. 문항은 고유값

(eigen value) 1.0 이상, 요인적재값 0.40 이상을 기준으로 했다.  

조절변수인 사회적 실재감의 요인분석 결과, 두 개의 요인이 추출되었

다. Bartlett 구형성 검정 유의확률은 0.000였으며, KMO(Kaiser-Meyer-Olkin) 

측도값은 0.825로 기준점인 0.70을 넘겨, 변수 선정이 잘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출된 요인들이 각 변수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나타내는 공통성 추출값은 모든 변수에서 0.40 이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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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 변수의 요인 분석 결과  

개

념 
요인 

변수

명 

요인 

적재값 

공통

성 
합계 %분산 %누적 

사

회

적 

실

재

감 

친밀감 

Inti 1 .714 
.613 

2.768 34.597 34.597 
Inti 2 .782 

.646 

Inti 3 .872 
.784 

Inti 4 .783 
.633 

상호 

작용성 

Inter 1 .666 .471 

2.467 30.836 65.433 
Inter 2 .801 .642 

Inter 3 .799 .733 

Inter 4 .749 .714 

  

 

 

제4절 신뢰성 분석 

 항목 별로 두 개 이상의 설문 문항을 포함하는 경우 설문 문항들이 내

적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을 지니는지 Cronbach’s alpha 계수로 측정했

다. 친밀감과 상호작용성에 관한 문항의 신뢰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

다. Cronbach’s alpha 계수가 각각 0.829, 0.795로 기준치인 0.70 이상이며, 

상호작용 질문의 경우 첫 번째 문항을 지울 때 Cronbach’s alpha 계수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신뢰수준을 저해할 정도가 아니라 판단

해 그대로 사용했다.  

 

 

 



30 

 

 

 
[표- 7 ] 변수의 신뢰성 분석 결과 

개념 요인 변수명 

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평균 

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분산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관계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 

알파 

  

사

회

적 

실

재

감  

친밀감 

(0.829) 

Inti 1 13.23 11.597 .615 .802 

Inti 2 13.56 10.152 .645 .795 

Inti 3 13.58 10.810 .757 .740 

Inti 4 13.35 11.801 .626 .797 

상호 

작용성 

(0.795) 

Inter 1 15.38 11.132 .496 .800 

Inter 2 15.46 11.377 .554 .769 

Inter 3 15.82 9.879 .694 .699 

Inter 4 15.76 10.087 .693 .700 

 

 

제5절 연구 가설 검증 

1) 주효과에 관한 가설 검증 : 동의성과 구전의도 

동의성의 차이에 따른 전달의도는 동의성 수준이 낮은 집단이 M=3.32, 

동의성 수준이 높은 집단이 M=3.94점이다. 두 집단은 t-value -2.123, 통계

적인 유의확률 p-value 0.036으로 유의수준 0.05 하에서 구전의도에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효과에 관한 가설 1. ‘페이스북 환경

에서 동의성은 구전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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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 동의성 수준에 따른 구전의도 t-test 분석 결과 

 

 

구분 

평균 표준편차 

t-value p-value 동의성 

낮음 

(N=53) 

동의성 

높음 

(N=51) 

동의성 

낮음 

동의성 

높음 

구전의도 3.32  3.94  1.327 1.642 -2.123 .036* 

*p<0.05 

 
 

 

2) 매개효과에 관한 가설 검증 : 내용 신뢰성 

매개변수의 측정 방법으로는 공분산(covariance)을 이용했다. 동의성(독

립변수)과 구전의도(종속변수)간에 t-test, 동의성(독립변수)과 내용 신뢰성

(매개변수)간에 t-test, 내용 신뢰성을 공변인으로 둔 채 동의성과 구전의

도간에 ANCOVA를 실시한다. 만약 두 번의 t-test에서 차이가 유의하고, 

ANCOVA에서 차이가 유의하지 않게 나온다면 내용 신뢰성을 공변인, 즉 

매개변수라 볼 수 있다. 동의성(독립변수)과 구전의도(종속변수)의 t-test 

결과가 유의함은 앞서 주효과 검증에서 확인했으므로 생략하고, 나머지 

두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두 번의 t-test에서 동의성 수준에 따른 집단간 구전의도와 

내용 신뢰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내용 신뢰성을 공변인으

로 처리한 ANCOVA에서는 동의성의 수준에 따라 구전의도가 달라진다

고 볼 수 없었다(F=.600, p=.440). 따라서 가설 2. ‘페이스북 환경에서 동의

성이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내용 신뢰성(content credibility)에 의해 매

개된다’는 채택되었다.   



32 

 

 

[표 - 9] 동의성과 내용 신뢰성 t-test 분석 결과 

 

 

구분 

평균 표준편차 

t-value p-value 동의성 

낮음 

(N=53) 

동의성 

높음 

(N=51) 

동의성 

낮음 

동의성 

높음 

내용  

신뢰성 
3.89 4.65 .800 1.146 -3.935 .000** 

** p<0.01 

 

 

[표- 10 ] 내용 신뢰성을 공변인으로 하는 동의성과 구전의도간의  

ANCOVA 분석 결과 

(종속 변수 : 구전의도)   

소스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

확률 

부분 에타 

제곱 

수정 모형 36.147
a
 2 18.074 9.117 .000 .153 

절편 10.681 1 10.681 5.388 .022 .051 

내용 

신뢰성 
26.143 1 26.143 13.187 .000 .115 

동의성 1.190 1 1.190 .600 .440 .006 

오차 200.228 101 1.982    

합계 1603.000 104     

수정 합계 236.375 103     

a. R 제곱 = .153 (수정된 R 제곱 =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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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절효과에 관한 가설 검증 : 사회적 실재감 

사회적 실재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사회적 실재감의 하위 

차원인 친밀감(낮음 vs. 높음)과 상호작용성(낮음 vs. 높음)의 수준을 구

분하여 각각 Two-way ANOVA를 실시했다. 분석 결과, 사회적 실재감의 

두 차원 중 친밀감(F=2.205, p=0.017)은 조절효과가 나타났으며, 상호작용

성(F=1.456, p=0.165)은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3. ‘페이

스북 환경에서 동의성이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적 실재감에 따

라 달라진다’는 부분 채택, 가설 3-1. ‘페이스북 환경에서 동의성이 구전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친밀감이 강할수록 증가한다’는 채택, 가설 3-2. 

‘페이스북 환경에서 동의성이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상호작용성이 

강할수록 증가한다’는 기각되었다.   

 

[표- 11 ] 친밀감의 조절효과 분석 

(종속 변수 : 구전의도) 

소스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

확률 

부분 에타 

제곱 

수정 모형 170.958
a
 60 2.849 1.873 .016 .723 

절편 984.265 1 984.265 646.982 .000 .938 

동의성 5.226 1 5.226 3.435 .071 .074 

친밀감 94.714 41 2.310 1.518 .089 .591 

동의성 * 

친밀감 
60.376 18 3.354 2.205 .017 .480 

오차 65.417 4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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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1603.000 104     

수정 합계 236.375 103     

a. R 제곱 = .723 (수정된 R 제곱 = .337) 

 

 

[표- 12 ] 상호작용성의 조절효과 분석 

(종속 변수 : 구전의도) 

a. R 제곱 = .615 (수정된 R 제곱 = .265) 

 

가설의 검증 결과를 정리하면 [표-12]와 같다. 주효과와 매개효과에 

관한 가설은 모두 채택되었으며, 사회적 실재감의 조절효과는 부분 

채택(친밀감)되었다.  

 

소스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

확률 

부분 에타 

제곱 

수정 모형 145.268
a
 49 2.965 1.757 .022 .615 

절편 722.896 1 722.896 428.467 .000 .888 

동의성 9.674 1 9.674 5.734 .020 .096 

상호작용성 102.092 35 2.917 1.729 .034 .528 

동의성* 

상호작용성 
31.937 13 2.457 1.456 .165 .260 

오차 91.107 54 1.687    

합계 1603.000 104     

수정 합계 236.375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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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연구 가설 검증 결과 

가설 결과 

Ｈ1 

페이스북 환경에서 동의성은 구전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채택 

Ｈ2 

  페이스북 환경에서 동의성이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내용 신뢰성에 의해 매개된다. 

채택 

Ｈ3 

페이스북 환경에서 동의성이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적 실재감에 따라 달라진다. 

부분 

채택 

Ｈ3-1 

페이스북 환경에서 동의성이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친밀감이 강할수록 증가한다. 

채택 

Ｈ3-2 

페이스북 환경에서 동의성이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상호작용성이 강할수록 증가한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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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５장 결론 및 논의 

제１절 연구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최근 각광받는 페이스북 구전 프로세스의 특성을 동의성, 

구전의도, 내용 신뢰성, 사회적 실재감으로 변수화하여 각 변수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실증했다.  

가장 중요한 시도는 페이스북의 주요 의사표현 수단인 “좋아요”를 타

인의 동의성 수준을 측량할 수 있는 도구이자 자신의 동의성을 표현하는 

도구, 동시에 네트워크상의 친구들에게 구전하는 수단으로 개념화한 것

이다. 뿐만 아니라 동의성이 구전에 정(+)의 영향을 미침을 확인한 뒤, 

그 영향을 매개하거나 조절하는 변수로 전통적인 면대면 구전 연구과 비

대면 구전(기존 온라인 구전)의 특성을 변형해 적용했다. 이는 페이스북

에 오프라인 구전과 온라인 구전의 특성이 혼재한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

로, 기존 연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탐색적 시도라 할 수 있다.  

 연구 결과, 동의성과 구전의도간의 주효과, 내용 신뢰성의 매개효과, 

사회적 실재감 중 상호작용성의 조절효과를 제외한 나머지(친밀감)에 대

해서는 모두 가설이 채택되어 실험의 가정은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페이스북이라는 새로운 온라

인 환경의 차별적 특성을 연구 재료로 삼음으로써 eWOM 연구의 지향점

을 환기하고, 오프라인 구전과 온라인 구전으로 양분하는 단순한 사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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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벗어나 계속해서 변하는 온라인 구전 환경에 걸맞은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실용적인 관점에서는, 페이스북을 활용한 온라인 구전 마케팅 

전략에 집중하고 있는 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페이

스북 구전 메커니즘에 대해 이해한다면 전략적으로 활용할 여지가 확대

될 것이다.  

 

제２절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 제안 

후속 연구에서는 다음에 언급한 한계점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상호작용성의 조절효과에 관한 가설이 기각된 이유에 대해서 충

분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우선적으로는 의심해야 할 것은 척도의 

적합성이다. 상호작용성 검증에 사용한 문항은 Tu(2002)가 온라인 교육에

서의 사회적 실재감을 측정한 아이템을 페이스북 환경에 맞게 수정한 것

으로, 기준치 이상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했으므로 무리가 없었다. 하

지만 상호작용성의 첫번째 문항이 상대적으로 낮은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여,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페이스북의 특성

을 문항에 반영할 때 다른 변수가 혼입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척도를 

바꾸어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구통계학적인 정보로 드러나지 않는 감춰진 편향이 없는지 주

의 깊게 확인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페이스북을 통해 온라인 설문지

를 배포했는데, 페이스북 네트워크는 주로 자신과 성향이 비슷한 친구들

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설문 응답자들이 성향적으로 유사할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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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질문 내용에 따라서, 표본 집단에 내재한 특

성이 결과에 반영됨으로써 혼선을 빚을 수 있다.  추후에 페이스북을 통

해 설문지를 배포할 때는 하나의 지점에서 확산시키기보다 이용자 성향

의 다양성을 고려해 복수의 지점으로부터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다른 측정 변수에 대해 추가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동의성이 구

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잠재 변수가 존재하나, 본 연구에서

는 매개변수 1개, 조절변수 1개(2개 차원)를 검정했다. 사전 조사 과정에

서 혼입의 여지가 발견되어 이를 통제하다 보니 측정 변수의 범위가 좁

아진 것이다. 예를 들면, 페이스북의 세 가지 메시지 타입(a.활자, b.활자

와 이미지, c.활자와 동영상)간의 현저성(vividness) 차이가 구전의도에 어

떻게 반영되는지를 측정하려는 계획이 있었으나, 온라인 설문 방식 때문

에 결과에 혼입이 생겨 취소되었다. 이미지나 동영상으로 된 자극물에 

대한 응답에 결측이 많고 응답 내용이 매우 불규칙했다. 인터넷 접속 환

경에 따라서, 일부 참가자는 이미지나 동영상으로 된 메시지 타입(자극

물)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던 탓이다. 이러한 추정의 근거는 사전 조사의 

다른 문항에서 찾을 수 있다. ‘어떤 경로로 페이스북을 이용하는가’라는 

질문에 설문 참가자의 84%가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라

고 응답했다. 해당 설문은 페이스북 이용자로 표본을 한정하기 위해 페

이스북을 통해 배포했으므로, 다수의 참가자가 모바일로 설문에 응했으

리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조사에서는 해당 변수의 검증을 유보

하고, 설문지 구성에 이러한 피드백을 반영했다. 설문의 자극물은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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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바꾸었으며, 모바일 기기 화면으로 보기에 무리가 없도록 편집

했다. 앞으로 다른 연구자들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할 때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개념인 “좋아요”를 통한 구전 메커니즘(동의=구전)이 

한층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페이스북의 다른 특징을 반영한 후속 연구

가 계속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페이스북 구전의 정보의 방향성

이 동의(“좋아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해볼 만하다. 일상생활에

서 우리는 긍정적인 정보, 긍정적인 감정뿐 아니라 부정적인 정보, 부정

적인 감정에 대해서도 동의를 표시한다. 이 때 슬픔에 대해 슬픔으로, 분

노에 대해 분노로, 혐오에 대해 혐오로 동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페이스북에서 동의를 표시하는 수단은 “좋아요”밖에 없기 때문에 동의를 

표현하는 방식이 절대적으로 긍정에 편향된다. 그러므로 페이스북 환경

하에서 “좋아요”로 표현되는 동의성과 정보 방향성 연구는,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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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cent years, the social networking service (SNS) has emerged as a major 

position in the electronic word of mouth(eWOM) domain. In particular, Fa-

cebook has an overwhelming influence on eWOM based on the number of 

monthly active users, which is more than one billion. By virtue of the 

unique function of “like”(a button below each post on a user’s own, or other 

user’s post, shared graphic or comment to express one’s approval), eWOM 

in Facebook context shows differentiated characteristics compared to those 

of previous versions of eWOM such as through blogs or online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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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a Facebook user expresses his or her consent or favorable impression on a 

posting by pressing the like button located at the bottom of the posting, the 

posting will be transferred simultaneously to the timeline of the user’s 

“friends”(mutually agreed relationship of sharing each other’s information 

on Facebook network). If this is put into a formula, [like = consent = deliv-

ery] is established. In addition, since the accumulated number of the same 

like button pressed by Facebook members is displayed publicly, you can 

easily measure the consensus level representing the number of members that 

have expressed their consent on the posting. 

This leads to a question of whether the consensus level, measured by 

the number of members pressing the like button, will directly affect a par-

ticular Facebook user’s intention of consent and delivery. Stronger consent 

from others with thousands of “likes” could possibly induce a Facebook us-

er to press like button more likely than otherwise, so that such posting could 

spread more quickly or widely. 

The idea of this research begins with this question. In this research, the 

concept of “consensus” in Facebook is defined before the hypotheses on the 

relations between consensus and “delivery intention”, and the variables con-

tributing to them are built. Finally, the hypotheses are demonstrated statisti-

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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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result, it is found that the consensus(“Independent Variable”) does 

positively affect on delivery intention(“Dependent Variable”). Also, the ef-

fect between I.V. and D.V. is mediated by content credibility and is moder-

ated by intimacy among the dimensions of social presence.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the unique eWOM mechanism 

with like button on Facebook context is demonstrated empirically. This 

form of experiment and its result is expected to stimulate further studies on 

the Facebook eWOM which are still on the beginning stage. Moreover, it 

can provide the key concepts on the Facebook eWOM for practitioners who 

utilize Facebook as an eWOM tool. 

 

keywords : Facebook, eWOM, consensus, delivery intention, SNS market-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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