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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소비자들은 보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상품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주로 매스미디어인 TV나 인쇄매체의 광고를 통해 상품 

정보를 얻어 구매결정을 하곤 하였으나, 광고로부터 얻어지는 정보가 매우 

미미하고 과장되어 있어 이에 식상해 있는 소비자들은 보다 객관적이고 

걸러지지 않는 정보를 찾게 되었다. 온라인 리뷰는 소비자들의 이러한 

새로운 요구에 부합하여 그들의 실질적 구매결정에 도움을 주는 주 요소가 

되고 있다. 타인의 리뷰가 상품에 대한 구전효과 역할을 함으로써 자신의 

구매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Zhu & Zhang 2010). 시장조사전문기관 

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2012)에 의하면 광고보다 온라인 리뷰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무려 73.8%로 나타났으며 실제로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올린 리뷰를 항상 챙겨보는 소비자가 79%에 이르렀다. 실제로 

소비자가 리뷰를 직접 작성해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 또한 73.9%였다. 즉 

소비자들 중 대부분이 온라인 리뷰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셜커머스 및 블로그에 상품과 서비스 관련 리뷰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방대한 양의 정보가 신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서, 소비자들은 자기주도적 구매결정을 하고자 하며 기업들은 소비자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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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금 제품을 사용한 후기를 블로그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올

리게 함으로써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홍보효과를 기대한다. 하이네켄이나 

코카콜라 등 많은 기업에서는 상품 및 광고 디자인 시에 소비자들을 참여시

켜 새로운 메시지와 가치를 창조하고 있다. 소비자를 상품 공급 프로세스에 

개입시켜 브랜드에 대한 끈끈한 관계와 애착을 갖게끔 하는 것이다. 더불어 

네이버 블로그, Facebook, Twitter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소비자들이 주도적으로 상품을 홍보하게끔 함으로써 홍보효과 또한 누리고 

있다. 이렇듯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장려하는 것은, 기업과 함께 새

로운 것을 만들어 가며 자신의 아이디어를 상품에 적용할 수 있다는 소비자 

참여적 이미지를 제공함으로써 브랜드 충성도까지 높이는 효과를 보인다

(Google 2012). 소비자들의 고객행동이 실질적으로 상품 구매율을 높일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구매 후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

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소비재에 대한 온라인 리뷰를 소비자의 리뷰 의존도 및 상품에 

대한 태도, 구매의도 형성 등의 소비행동을 유발시키는 유의미한 요소로 삼

았다. 온라인 리뷰의 자체적 특성, 상품의 특성 및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소비자가 온라인 리뷰에 영향을 받는 정도가 다를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보

이고자 하였다. 특히 같은 상품에 대한 리뷰라 할지라도 상품을 샀을 때의 

장점을 나열한 리뷰인지 혹은 상품을 사지 않았을 때 단점을 나열한 리뷰인

지에 따라 프레이밍 효과(Framing Effect)가 작용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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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디지털 제품의 경우 쾌락적 소비맥락보다 실용적 소비맥락에서 온

라인 리뷰에 더욱 의존한다는 선행연구가 있어 이러한 소비맥락에 따른 차

이가 소비재에도 적용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브랜드 선호도의 영향력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소비자들이 자신

의 브랜드 선호도에 따라 구매 후 태도를 다르게 형성한다는 선행연구를 토

대로, 본 연구는 소비자가 최선호 브랜드와 하위선호 브랜드의 리뷰를 접했

을 때 이에 대한 리뷰 의존도 및 상품태도, 구매의도 형성에 차이를 나타내

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소비자들의 인터넷 사용 정도와 혁신성 정도

가 리뷰에 의존하고 구매의도를 형성하기까지의 상품구매 의사결정에 영향

을 줄 것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에 온라인 리뷰를 찾아본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 총 722명

으로부터 실증자료를 수집하였다. 로버스 회귀분석을 이용한 분석 결과 소

비맥락과 소비자의 브랜드 선호도, 인터넷 사용 정도, 혁신성 정도는 리뷰 

의존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용적 소비맥락일 경

우, 브랜드 선호도가 높은 경우, 인터넷 사용 정도가 높은 경우, 혁신성이 

낮은 경우 리뷰에 의존하는 정도가 더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소비맥

락과 브랜드 선호도, 혁신성이 리뷰에 근거하여 상품태도 형성하는데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사용 정도와 혁신성이 

리뷰를 본 후 구매의도를 갖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향후 소비재 기업가들에게 리뷰가 소비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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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과 리뷰의 신뢰성 확보가 중요함을 

보였다. 또한 소비자들의 상품 소비맥락을 고려한 통합적인 마케팅이 필요

하며 일차원적이고 단기적인 프로모션을 넘어선 고차원적이고 장기적인 브

랜드 이미지 관리가 중요함을 시사했다. 더불어 인터넷 이용 베이스를 높이

는 브랜드 마케팅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곧 기업의 

마케터들이 전략적인 소비재 마케팅을 세울 때 브랜드 이미지 관리와 소비

자 성향 파악, 리뷰 업로드 자극이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주요어 : 온라인 리뷰, 프레이밍 효과, 소비맥락, 인터넷 사용 정도, 브랜드 

선호도, 혁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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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최근 인터넷 이용률이 늘어나고 일반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급속도로 증가할수록 소비자들은 보다 신중하게 상품구매를 결정하는 양상

을 보이고 있다. 과대광고가 우후죽순 방영됨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이에 대

해 비판적으로 사고하게 되었고 광고나 마케팅만 믿고 상품을 구매하기 이

전에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스마트폰의 발달과 함께 소셜네

트워크가 커져 개인이 획득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정보가 주변 사람들로부

터 다양한 사람들에게까지 늘어났다. 특히 스마트폰의 발달은 정보를 실시

간으로 얻을 수 있게 하는 매개체가 되었으며 필요 시 인터넷상 검색을 통

해 정보를 즉각적으로 얻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그러나 수많은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정보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함께 고려되고 있다. 몇몇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상품 자동추천 시스템을 사용하여 맞춤형 상품을 추천함으로써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을 돕는다(Haubl & Trifts 2000). 이러한 지능형 추천 시스템은 

소비자들이 기존에 제공한 개인적 정보를 사용해 각 개인의 선호에 맞는 특

정 상품을 추천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더불어 상품 관련 정보 검색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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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여줌과 동시에 질 높은 구매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보인

다. 소비자들이 주변사람들이나 직원의 추천에 의해 상품을 구매했을 때보

다 추천 시스템을 통해 상품을 구매했을 때 재 구매율이 높다는 연구도 이

루어졌다(Senecal & Nantel 2004).  

그러나 상품의 객관적 특성(objective characteristics)뿐 아니라 소비자

들이 상품의 각 특성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평가(subjective 

characteristics) 또한 구매 의도에 강하게 영향을 준다(Design 

Management Institute 1997). 지능형 추천 시스템은 대부분 객관적 특성

을 부분적으로 파악하여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를 확인한다. 하지만 

‘가격’, ‘디자인’ 등과 같은 상품의 객관적 특성과 더불어 ‘사용하기 

편리함’, ‘작동법이 쉬움’과 같은 상품에 대한 주관적 특성이 모두 주어

졌을 때 소비자들의 선호를 더욱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Luo et al 2008). 

소비자들마다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특성 또한 반영되어 있는 추천 시스

템으로는 소비자들이 직접 올리는 상품에 대한 온라인 리뷰가 있다. 이를 

동료에 의한 추천 시스템이라고 하며 이는 소비자들의 주관적인 선호를 그

대로 담고 있을뿐더러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에 크게 영향을 준다(Zhu & 

Zhang 2010). 지능형 추천 시스템은 소비자에 대한 제한적인 정보를 갖고 

특정 상품을 자동추천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수동적인 위치에 있지만 동료

에 의한 추천 시스템에서는 소비자들이 직접 여러 평가와 리뷰를 찾아 보고 

결정을 내린다는 데서 적극적인 위치라 볼 수 있다. 즉 소비자들이 광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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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에 단순히 노출 되는 것을 넘어서 자기 주도적으로 정보를 찾고 이용하

는 것이 동료에 의한 추천 시스템만의 차별점이다. 

동료에 의한 추천 시스템은 소비자가 주체적으로 상품에 대해 검색하여 

다양한 의견을 참고할 수 있고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며 정보를 수집해 갈 

수 있다. 온라인 리뷰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정보

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또한 구전을 통해 이루어지는 동료에 의

한 추천 시스템은 자신과 유사한 환경에 있는 소비자들이 상품을 사용한 후 

올린 의견이기 때문에 광고에 비해 더욱 신뢰도가 높다고 여기며 동시에 상

품 구매결정에 더 큰 영향을 준다(임종범 2013). 특히 경험하기 전에 평가

하기 어렵다 하여 경험재라고 불리는 영화, 책, 게임과 관련한 상품은 다른 

상품에 비해 구매 전에 정보 수집에 대한 추가적인 노력을 하며 정보수집이 

구매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황선영 2011).  

인터넷 서점의 리뷰나 영화에 대한 리뷰가 책이나 영화 매출에 영향을 미

친다는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지만 소비재의 리뷰의존도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아직 미비하다. 그러나 수많은 소비재 기업들이 마케팅의 한 기법으

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하고 있으며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들의 반응을 조사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한다. 다양한 소비자들이 블로그

나 소셜 네크워크 서비스를 통해 상품의 사용후기 및 만족도를 공유하는 빈

도수나 양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리뷰에 의존하여 구

매결정을 내리는 적극적인 소비자가 늘면서 리뷰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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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재뿐만 아니라 소비재의 리뷰 의존도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초기에는 온라인 리뷰를 올리는 메시지 전달자의 특성에 초점을 맞춰 리

뷰어가 얼마나 전문성을 갖췄는지, 얼마나 신뢰 가능한지에 관련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리뷰어의 신뢰도는 물론 리뷰의 포맷 수, 리뷰에 대한 접

근 채널 등이 리뷰에 대한 태도 및 구매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기술적 요인

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주우진 & 노민정 2009). 본 연구에서는 이뿐

만 아니라 리뷰 자체적인 특성인 리뷰의 프레이밍(Framing)과 상품 및 소

비자의 특성에 따라 소비자가 리뷰에 영향을 받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상품에 대한 태도 및 구매의도 형성에 미치

는 리뷰의 영향에 관한 문제도 포함하였다. 

본 연구는 첫째로 소비재에 대한 리뷰가 어떻게 프레이밍 되느냐에 따라 

소비자들의 리뷰 의존도와 상품태도, 구매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둘째로, 실용적 소비맥락과 쾌락적 소비맥락에서 온라인 리뷰

의 영향력에 차이를 나타내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소비자의 브랜드 

선호도가 최선호인가 하위선호인가에 따른 영향과 인터넷 사용 정도 및 혁

신성의 정도, 즉 소비자의 특성에 따른 리뷰 의존도, 상품태도, 구매 의도 

형성에 나타나는 차이를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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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리뷰의 특성,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소비자의 리

뷰의존도와 상품에 대한 태도 및 구매의도 형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

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첫째, 리뷰의 특성으로는 리뷰의 프레이밍이 소비자가 리뷰에 의존하는 

정도 및 상품에 대한 태도, 구매 의도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보고자 한다. 

둘째, 상품의 특성으로는 상품 소비맥락(쾌락적 소비맥락, 실용적 소비맥

락)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각 소비맥락에서 소비자의 리뷰 의존도 및 상

품에 대한 태도, 구매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소비자의 특성은 세 가지로, 소비자의 브랜드 선호도(높음, 낮음)와 

인터넷 사용 정도(높은 집단, 낮은 집단), 혁신성(높은 집단, 낮은 집단)으

로 나누었다. 이에 따라 소비재 관련 온라인 리뷰를 본 후 소비자가 리뷰에 

의존하는 정도와 상품에 대해 형성하는 태도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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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논문의 구성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장 서론에서는 리뷰의 특성과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특성이 소비자

들의 리뷰 의존도, 상품에 대한 태도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

게 된 연구의 배경과 목적 및 구성에 대해 제시하였다. 

제 2장 문헌연구에서는 본 연구 모형을 도출하기까지의 이론적 토대를 

검토하였다. 미디어 관련 연구와 리뷰에 관한 연구, 리뷰의 특성, 상품의 특

성, 소비자의 특성과 관련된 국내외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제 3장 실증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연구 모형을 설계한 뒤, 검

증되어야 할 새로운 가설들을 도출하였다.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방법, 설문지 구성내용, 통계처리 방법 등 연구 설계 및 절차에 관한 내용

을 제시하였다. 

제 4장 분석결과에서는 실험 대상의 특성 및 연구 타당성, 신뢰성분석, 

가설 검증결과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다. 

제 5장 결론에서는 가설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정리한 다음 결과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과 한계점, 또 앞으로 연구 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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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문헌연구 

 

제 1 절 미디어에 관한 연구 

 

1. 미디어의 정의 

기업은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소비자들과 의사소통을 한다. 미디어란 

자신의 의사나 감정, 또는 객관적인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수단을 말한다.① 미디어는 대인간 상호관계를 형성하며 개인의 행동척도를 

만들어낸다. 이는 사회 전체를 통괄하는 역할까지 하며 심리적,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일대일 커뮤니케이션인 대인미디어(Interpersonal media)란 사람들이 

일상에서 상대와 소통하는 것을 말한다. 대화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필요에 

따라 상호작용을 통해 정보가 형성되고 상호 전달 된다. 더 나아가 불특정 

다수에게 일방적으로 획일화된 메시지를 전달 하는 일대다 커뮤니케이션은 

매스미디어(Mass media)라고 한다. 출판과 신문 같은 인쇄매체와 TV, 

라디오 같은 시청각매체로 나누어지며 이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일괄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할 때 유용하게 쓰인다.  

최근에는 소비자가 단순히 메시지를 수용하는 대상에서 나아가 정보를 

형성하고 제공하는 전달자의 역할도 수행하는데 이는 다대다 

                                            
①
 네이버 지식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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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인 뉴미디어(New media)를 통해 가능하다. 다수의 

참여자들이 상호작용하여 정보를 만들어내며 이를 통해 개인화된 

메시지(individualized message) 제공이 가능하다 (Hoffman & Novak 

1996). 

오프라인 구전이 일대일 커뮤니케이션이었다면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구전은 다대다 커뮤니케이션으로서 보다 폭 넓은 상호작용적 정보를 

창출한다. 즉, 뉴미디어를 통해 한 개인의 소비경험과 고객행동이 다른 

소비자들의 소비행동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 구축된 것이다. 

 

2. 블로그에 대한 이해 

블로그는 Bausch와 Haughey (2002)가 “We blog: Publishing Online 

with Weblogs”라는 책을 냄으로써 활발히 사용되었다. 블로그는 

웹(web)로그(log)의 줄임말로 1997년 미국에서 처음 등장하였다.② 개인이 

자신의 관심사를 자유롭게 올리는 공간임과 동시에 개인화된 정보를 다양한 

사람들과 교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즉, 블로그란 뉴미디어에 속하는 것으로 포스트 별로 날짜가 

역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링크와 코멘트가 있으며 

하이퍼 텍스트가 곁들여진 웹페이지 및 포스트를 블로그라 칭한다. 특히나 

블로그는 자신의 일상을 올리는 Facebook이나 Twitter와 같은 SNS에 

                                            
②
 두산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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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상품구매후기나 특정 사안에 대한 온라인 리뷰나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비교적 길고 객관적으로 올리는 데 사용되곤 한다. 이러한 특징이 

소비자간, 기업과 소비자간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며 

기업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데 도움을 준다.  

블로그는 기존의 매스미디어를 대체하는 잠재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상품구매 후기를 블로그에 올리는 일들이 

보편화되면서 블로그에 제품 및 브랜드 광고와 프로모션을 게재함으로 

기업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통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매스미디어는 정보가 왜곡되거나 잘못 전달되지 않는 선에서 특정 전문가에 

의해 제공되기 때문에 신뢰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이며 걸러지지 않은 정보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뉴미디어가 갖는 강점이 크다. 특히 블로그의 온라인 리뷰는 소비자 

입장에서 제품에 대한 장점은 물론 단점까지 솔직하게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신뢰성을 꾸준히 얻고 있다. 

이렇듯 온라인 리뷰가 상품구매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역할을 하자 많은 기업체들이 블로그를 대상으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벌이곤 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상업성을 띈 리뷰들에 대한 

불쾌감을 표현하며 신뢰성을 잃어가고 점차 신뢰할 만한 온라인 리뷰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는 소비자들에 의해 블로거의 전문성과 리뷰의 

진실성이 추가적으로 요구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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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블로그(power blog)와 파워블로거(power blogger)라는 신용어가 

등장할 만큼 블로그는 사회적으로도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됨으로 인해 정보의 접근성 또한 높아졌다. 

특히 한국은 2013년 현재 스마트폰이 3,500만 대 이상 보급되었다. 

2012년에 한국이 67.6% 라는 세계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스마트폰 

보급율을 갖고 있었고 2013년도 79.5%로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한다.③ 이는 글로벌 평균보다 4배나 높은 수치이다. 3G나 4G 서비스가 

되지 않는 지역이 거의 없을 정도로 넓게 구축된 인터넷 이용 환경 또한 

소비자들이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매장 내에서도 스마트폰을 사용해 즉각적으로 상품 및 

서비스 관련 정보를 얻고 블로그에서 상품이나 서비스 후기를 확인하곤 

한다. 이렇듯 수월한 인터넷 이용 환경을 통해 신속한 정보확산이 

가능하여졌고 온라인 리뷰의 중요성도 높아졌다. 특히 사회적 규범과 

네트워크 효과를 포괄하는 네트워크 요인 또한 모바일 서비스 사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상훈 외 2010). 즉 사회적 영향력이 

모바일 서비스 사용량 및 온라인 리뷰 검색 등에 충분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 온라인 리뷰의 역할은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특히 블로그는 특정 기업이 아닌 다수의 개인에 의해 정보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정보를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하기 수월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③
 모아진, 전자과학 2013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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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보가 수정되거나 업데이트될 경우 실시간으로 확인가능하기 때문에 

검색 시 가장 최신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더불어 블로거들은 자신의 

이름을 건 블로그에 상품관련 리뷰를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픈마켓의 

댓글 형식의 리뷰에 비해 더욱 신중하게 게재하곤 한다. 이는 소비자들의 

블로그에 대한 신뢰도를 설명해주는 부분이다.  

다른 소비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얻은 피드백을 반영하여 오류가 

있는 정보를 수정한다는 점도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신뢰를 얻고 있는 

부분이다. 특히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한국의 대표 포탈사이트의 경우 

방문자수나 클릭수에 의해 블로그가 정렬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자신이 검색한 결과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판단한다. 곧 소비자들은 자신이 보는 블로그의 상품 구매 

후기가 표본으로서 대표성을 가진다고 전제한 후 정보를 수용하기 때문에 

블로그의 상품 구매 후기의 영향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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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온라인 리뷰에 관한 연구 

 

1. 온라인 리뷰의 정의 

온라인 리뷰란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입한 후 상품에 대한 정보, 사용후기 

및 만족도를 온라인상으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기존 연구자들이 온라인 리

뷰를 구전(Word of mouth)의 확장개념으로 봤는데 구전이란 상품이나 서

비스에 관련하여 어떠한 상업적 의도 없이 상호간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나

누는 것을 말한다(Arndt 1967). 뉴미디어가 발달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이

루어지는 온라인을 통한 구전(e-WOM) 중 온라인 리뷰는 장소와 시간에 

관계 없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즉시성과 편리함을 제공한다. 또한 소비자

들이 상품 후기를 볼 때 단순히 통계 수치에 의존하기 보다는 리뷰를 읽어 

내려간다는 것이 연구되었다(Chevalier & Mayzlin 2006).  

전통적으로 소비자들은 구매 전 상품에 대한 정보를 광고나 주변 사람들

을 통해 얻었으며 이를 자극이라고 일컬었다. 자극을 받은 후 상품이나 서

비스를 맞닥뜨려 구매하는 순간을 진실의 순간(the moment of truth)라고 

하며 이 시간을 상품에 대한 특정 이미지가 소비자들에게 심어지는 중요한 

순간으로 여겼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의 발달과 온라인 리뷰의 확산으로 소

비자가 상품을 실제적으로 맞닥뜨리기 이전에 다른 소비자들로부터 수 많은 

상품구매 후기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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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2012)에서는 the new mental model을 소개하면서 zero 

moment of truth를 기존 mental model에 추가하였다. 모바일 사용이 늘수

록 소비자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행동을 

취하였고 이 순간이 상품을 구매하려고 직접 맞닥뜨리는 순간보다 더 중요

해졌다는 것이다. 한 소비자의 상품 구매 후 경험과 행동이 다른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zero moment of truth가 존재함을 

밝혔다. 즉 Google은 다른 소비자들의 리뷰를 통해 정보를 얻는 순간이 소

비자 구매 의사결정에 매우 높은 연관성과 큰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보였다. 

실제로 한국 사람의 78%가 구매결정 시 상품구매 후기를 온라인으로 찾아

보고 참고하고 있으며 이는 구매 행동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림2-1]The new mental model 

 

자료제공: Winning the Zero Moment of Truth, Google(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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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은 타인을 돕기 위한 순수한 동기나 자신에게 모아지는 관심을 

통해 자신의 우월성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구전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하게 되었다. 혹은 구매 결정 후 뒤따르는 인지적 불일치를 해소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온라인 리뷰를 작성하는 등 여러 이유로 온라인 리뷰를 

올리는 것을 확인하였다(Engel et al 1993).  

오픈마켓의 구매자들이 상품 구매에 대한 경험적인 조언이나 자신의 

만족도를 제공하는 형식은 물론 블로그나 카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개인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상품 후기들까지 모두 온라인 

리뷰라고 볼 수 있다. 즉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이 

인터넷상에 공유되는 것을 온라인 리뷰 혹은 온라인 소비자 리뷰라고 

한다(황선영 2011). 

 

2. 온라인 리뷰의 역할 및 효과 

소셜커머스 및 블로그를 통한 상품구매 후기가 늘어나고 있고 소비자들은 

자기주도적 구매결정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수없이 방영되는 톱스

타를 쓴 화려한 광고를 보는 것보다 직접 상품을 사용한 기존 소비자들의 

리뷰를 확인하는 것이 더 유익한 정보로 여겨지고 있다. 시장조사전문기관 

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2012)에 의하면 광고보다 온라인 리뷰를 신뢰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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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이 무려 73.8%로 나타났다.④ 소셜커머스나 오픈 마켓, 블로그 등을 서

핑하며 리뷰를 확인하는 소비자들의 시간과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이 모

든 정보를 한 번에 모아 볼 수 있는 리뷰 어플도 개발되고 있다.⑤ 

이처럼 인터넷상 소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정보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

로 전해지는 구전효과(WOM)의 개념이 인터넷 상으로 확장되고 있다. 엠브

레인트렌드모니터(2012)에서는 실제로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올린 리뷰를 항상 챙겨보는 소비자가 79%에 이르렀음을 보였다. 또한 지인

이 추천하더라도 검색을 통해 상품의 고객리뷰를 다시 확인하는 경우가 

60.5%이라고 한다. 오프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하더라도 구매 전 온라인 리

뷰를 참고한다는 점에서 타인의 리뷰가 구전효과 역할을 함으로써 구매결정

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Zhu & Zhang 2010). 

서비스 마케팅에서는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상품에 관해 리뷰를 올리거

나 주변사람들에게 추천하는 것을 시민행동이라고 한다. 구매 후 행동(Post 

purchase behavior) 중 하나가 추천이며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매하고 만족 

혹은 불만족했을 때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시민행동을 

함으로써 다른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Richard et al 

1995). 이러한 시민행동은 고객의 참여를 통해 기업이 제공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고객에 의한 홍보 

                                            
④
 www.trendmonitor.co.kr  

⑤
 www.viewreple.com 2013 

http://www.viewre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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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가치 창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고객들의 리뷰나 의견은 기업 경

쟁력의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되고 있다. 

상당수 브랜드 기업은 파워블로거들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공식 블로그를 

만드는 등 소비자들의 리뷰를 하나의 마케팅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를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중 하나로 보는데 상품을 구매하여 사용한 

사람들이 개인의 블로그를 통해 해당 브랜드에 대한 정보를 객관적인 형태

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들은 브랜드에서 제공하는 TV광고나 상업

적 메시지보다 다른 소비자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좀 더 신뢰하게 되어 이들

이 정보제공자임과 동시에 브랜드 지지자 역할까지 하고 있는 셈이다

(Chevalier & Mayzlin 2006). 

특히나 리뷰의 수가 많을수록,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된 리뷰일수록 소비

자들은 이를 더 신뢰한다(Piller 1999). 일반적으로 온라인 정보는 쾌락적

인 제품보다 실용적 제품을 구매할 때 더 큰 영향을 주며 소비자들의 인터

넷 이용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는 오프라인 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

다(Cheema & Papatla 2010). 상품의 인기도와 소비자들의 인터넷 사용 경

험이 리뷰의 의존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연구도 있다(Zhu & 

Zhang 2010). 더 나아가 리뷰의 메시지 자체가 어떻게 프레이밍 되느냐에 

따라 소비자들의 리뷰 의존도 및 상품에 대한 태도 및 구매의도를 형성하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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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라인 리뷰의 특성: 프레이밍 효과(Framing Effect) 

프레이밍 효과란 사회학자 Erving Goffman이 주창한 이론에서 발생한 

것으로 맥락(context)이 우리의 행동과 이해를 특징 짓는다는 것을 말한

다.⑥ 기존에 Von Neumann이 주장했던 경제학의 규범적인(normative) 기

대효용이론(Expected Utility Theory)의 모순들을 반박하여 Daniel 

Kahneman이 기술적인(descriptive) 전망이론(Prospect Theory)을 내놓

으면서 프레이밍 효과가 정의되었다. 

기대효용이론은 사람들이 대게 합리적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선택을 가장 

최적화시키려고(optimize) 의사결정을 한다는 전제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곧 불확실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주체의 판단은 결과에 관한 효용의 기대치

에 입각한다는 것이다. 반면 전망이론은 똑같은 가치를 창출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전체 효용을 고려하지 못하고 비합리적으로 이익이나 손

실 프레임에 얽매인다는 주장이다. 사람들은 이익보다 손해에 민감하게 반

응하며 어떤 것에 준거점(reference point)을 두느냐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는 것이 프레이밍 효과(Framing Effect)이다. 

같은 내용이나 상황이라도 어떠한 맥락에서 쓰이느냐에 따라 의사결정자

의 행동과 결과가 달라져 다르게 대안을 구성하게 되는 것을 프레이밍 효과

라고 한다(Kahneman & Tversky 1979). 리뷰를 구성하는 중심이 되는 메

                                            
⑥
 네이버 지식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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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를 제공하는 방식이 소비자가 이를 유용하게 수용하는 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식으로 $50 이익을 냈을 때 느끼는 기쁨보다 $50 손실을 

냈을 때 느끼는 슬픔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 프레이밍 효과이다.  

[이윤 Frame] $1,000가 주어졌을 때 

선택1. 100% 확률로 $250 벌 수 있다(84%) 

선택2. 25% 확률로 $1,000 벌 수 있고 75% 확률로 하나도 벌지 

못할 수 있다(16%) 

[손실 Frame] $2,000가 주어졌을 때 

선택1. 100% 확률로 $750 잃을 수 있다(13%) 

선택2. 75% 확률로 $1,000불 잃을 수 있고 25% 확률로 하나도 

잃지 않을 수 있다(87%) 

 

Tversky와 Kahneman(1986)이 연구한 것으로 메시지가 어떻게 프레이

밍 되어 있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선택이 달라지는 것을 보인다. 돈의 단위

가 지극히 작을 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실험 결과가 위와 같이 나왔다. 

즉 사람들은 메시지가 부정적으로 프레이밍된 상황에서는 위험을 추구하는 

경향(risk seeking)이 강한 반면 긍정적으로 프레이밍된 상황에서는 위험을 

회피하려는 경향(risk averse)을 띈다(Tversky & Kahneman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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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메시지의 프레임만 다르고 같은 결과를 창출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기대효용이론에 따르는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준다. 일반

인은 물론 심리학자나 통계학적 지식을 충분히 가진 학생들에게도 같은 결

과가 나왔다는 데서 프레이밍 효과가 실질적으로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프레임으로 인해 어떤 요소가 두드러져서 표현되느냐에 따라 사람들

의 정보 처리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메시지의 방향이 긍정적으로 프레

이밍된 경우와 부정적으로 프레이밍된 경우에 리뷰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

다. 긍정적으로 프레이밍된 리뷰 (positively framed review)는 상품을 선

택하면 얻게 되는 경제적, 심리적 혜택을 강조하는 형식을 말한다. 반면, 부

정적으로 프레이밍된 리뷰(negatively framed review)는 상품을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 잃을 수 있는 경제적, 심리적 손실에 집중하여 쓴 형식을 말한

다(Kahneman & Tversky 1979).  

광고나 공익캠페인 분야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부정적으로 프레

이밍된 메시지가 긍정적으로 프레이밍된 메시지에 비해 효과적이라고 나타

났다(Block & Keller 1995).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관여도가 높을 경우 

긍정적으로 프레이밍된 메시지보다 부정적으로 프레이밍된 메시지가 더 설

득력 있게 받아들여진다(Maheswaran & Meyers-levy 1990). 리뷰를 보

는 상황은 매우 관여도가 높은 상황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프레이밍 효

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기존의 메시지나 광고와 관련한 연구를 넘어선 온

라인 리뷰의 프레이밍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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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연구들을 토대로 실제로 여러 기업에서 부정적으로 프레이밍된 광고

를 내보냄으로써 상품을 소비하지 않으면 심각한 상태에 이를 것처럼 경고

하는 광고 전략을 내세운다. 특히 제약회사 광고가 이러한 부정적 프레이밍 

광고를 내보내는데 약을 먹지 않을 경우 나타나는 병적 증상을 부각시켜 소

비자들의 상품 구매 필요성을 자극시키곤 한다. 최근 웅진 싱크빅(2013)에

서는 학습지를 풀지 않을 경우 아이가 맛보게 되는 좌절감을 표현한 광고를 

내보냈다. 겁을 주는 방법으로 학습지의 필요성을 소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부정적 프레이밍이라고 볼 수 있다. 소비

자 의자결정에 있어서 광고보다 온라인 리뷰의 영향이 더 커졌다는 기존 통

계를 바탕으로 온라인 리뷰의 프레이밍이 부정적일 때 소비자의 리뷰의존도 

및 소비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임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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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상품의 특성에 관한 연구 

 

1. 상품의 소비맥락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상품에 대해 느끼는 감각과 속성을 토대로 기능적

인 실용적 제품과 감각적인 쾌락적 제품으로 상품의 특성을 나눈다(Batra 

& Ahtola 1990). 실용적 제품은 사회적 압력이나 개인적 의무(should)에 

의해 인지적인 필요성을 갖고 소비하는 실용적 소비맥락을 말한다. 쾌락적 

제품이란 소비자들이 자신의 감각적 요구(wants)에 의해 경험적인 즐거움

을 체험하려고 구매하게 되는 쾌락적 소비맥락을 말한다. 실용적 제품은 주

로 세제나 청소기 등과 같이 사회적인 필요에 의해 사용하게 되고 생활에 

꼭 필요로 하는 제품을 지칭한다. 쾌락적인 제품은 주로 생필품 외 스포츠 

용품, 여행 등과 같이 여가를 즐기기 위해 혹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 구매하

는 것들을 지칭한다(Hirschman & Holbrook 1982). 

그러나 같은 제품이라도 소비자들의 소비 상황에 따라 그 특성과 유형을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 만약 영화평론가가 일을 목적으로 매일같이 영화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의무감과 필요에 의해 소비되는 것임으로 그 사람에

게는 영화가 실용적 제품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는 영화가 여가를 즐기기 위한 요소이고 자신의 취향과 요구에 따른 영화를 

선택하여 소비하기 때문에 쾌락적 제품에 속한다. 즉, 하나의 제품이 쾌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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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실용적 속성을 동시에 내포할 수 있으며 어떠한 속성이 부각되는지는 소

비자들이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실용적 소비맥락에서는 주요경로로 정보를 받는 구조적인(systematic)정

보 처리를 이용하여 정보 자체에 집중하여 평가하는 경향을 띈다. 반면, 쾌

락적 소비맥락의 경우 주로 정보를 주요경로가 아닌 주변경로에서 얻는 휴

리스틱적(heuristic) 정보 처리를 한다. 이때 소비자들은 핵심정보 외 부수

적인 요인들에 집중하여 상품을 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주우진 & 노민정 

2009). 즉 상품의 특성에 따라 상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정보를 얻게 되는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특정 정보가 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또한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로 디지털 시장에서는 쾌락적 소비맥락에서보다 실용적 소비맥락에서 

리뷰의 수나 리뷰의 동의성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한다(주우진 & 노민정 

2009). 더 나아가 소비재시장에서도 쾌락적 소비맥락일 때보다 실용적 소

비맥락일 때 리뷰 의존도가 더 높을 것이라는 가정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특히 행동하지 않은 일에 비해 행동에 옮긴 일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감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생략 바이어스(omission bias)가 이를 잘 설명

해준다(Kahneman & Miller 1986). 실용적 소비는 당위성에 비롯되기 때문

에 사회적 압력 및 타자의 영향력이 높아질 수 있는 반면 쾌락적 소비는 주

체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져서 소비 주체의 의지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다

(주우진 & 노민정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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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구매 실패로 인해 떠안게 되는 경제적 비용이나 심리적 비용에 대한 

귀인이 실용적 소비맥락일 때 타인에게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

매 선택에 있어서 부담이 높지 않다. 하지만 쾌락적 소비맥락의 경우 자신

의 자발적인 구매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로 귀인이 될 가능성

이 높다. 또한 실용적 소비맥락에서는 타인의 소비를 자신의 소비 경험으로 

치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사회 전반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

이고 특정한 선호보다는 실용성에 집중하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보편적인 

평가를 기대하게 된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실용적 소비맥락에서 소비자들

이 리뷰를 본 후 이에 더 의존하여 구매결정을 하는 경향 보일 것을 살펴보

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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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소비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 

 

1. 브랜드 선호도 

Fishbein 다속성태도모델에서 브랜드 태도는 제품 관련 속성에 대한 개

인의 평가와 신념으로 형성된다.  

 

Ao =  biei 

 

 where,   

 Ao = 브랜드에 대한 태도 

 bi = 브랜드가 가진 속성에 대한 개인의 신념  

 ei = 브랜드가 가진 속성에 대한 개인의 평가 

 n = 브랜드가 가진 속성 중 개인이 고려하는 제한된 양 

 

곧 브랜드에 대해 호의적/비호의적인 소비자의 브랜드 태도가 결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브랜드 중 상대적으로 무엇을 더 선호하는지 브랜드 

선호도가 결정된다. 이러한 브랜드 선호도는 소비자들의 상품에 대한 태도 

및 전반적인 평가로 정의되며 개인이 상품을 구매하는 결정기준이 되곤 

한다(Keller & Aaker 1998).  

브랜드 선호도가 구매를 잘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지만 

TNS(2012)에서는 소비자들의 브랜드 선호도가 구매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42%나 존재한다고 하였다.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를 

반드시 구매하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다른 요소들을 고려한 후 결정을 

n 

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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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린다(Chu et al 2013). 브랜드 선호도에 대한 연구는 주로 광고에 대한 

효과와 관련해서 많이 다루어졌는데 새로운 마케팅 도구(marketing tool)로 

여겨지는 리뷰의 효과에 대한 연구로 이어질 필요성이 있다. 

소비자들의 브랜드 선호 정도에 따라 상품 구매 결과가 후회나 귀인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 또한 다르다(Chu et al 2013). 상품을 구매한 후 

결과가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에 따라 귀인을 하는 방향이 브랜드 

선호도에 따라 다르다는 선행연구가 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브랜드일 

경우 긍정적 결과에 대해 상품 자체에 귀인하고 부정적 결과에 대해서는 

다른 외부적 요인을 찾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소비자가 선호하지 

않는 브랜드의 경우 긍정적인 구매 결과에 대해서 자신이 잘 선택했다며 

스스로에, 즉 상품 외부적인 요인에 귀인하고 부정적인 구매 결과에 

대해서는 상품이 별로라며 상품 자체에 귀인 한다(Monson & Snyder 

1977). 

선호 여부에 따라 귀인이 달라지는 이유는 소비자들이 안정성과 일관성을 

추구하는 경향 때문이다. 선호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했을 경우와 

선호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을 했을 경우, 자신의 선호와 

일관된 감정을 유지하고자 내적 요인에 귀인한다. 반면 선호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경험을 했거나 선호하지 않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했을 경우, 

상품이 아닌 외부에서 요인을 찾고자 한다(Regan et al 1974). 하위 선호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리뷰를 보게 되는 경우 소비자들은 자신이 기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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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던 선호 및 사고 체계를 유지하고자 리뷰의 유용성을 

평가절하시킬 수 있음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즉 하위선호 브랜드의 경우 

상품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들의 원천을 외부적인 요소에 돌리려고 하는 

시도가 일어나는지 보고자 한 것이다.  

정보자체가 긍정적일 때만 보더라도 자신이 브랜드를 선호하는 정도에 

따라 리뷰에 의존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최선호 브랜드의 경우 

긍정적 메시지의 리뷰라면 이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을 것이다. 반면 

하위선호 브랜드의 경우 긍정적 메시지의 리뷰에 의존하고자 하는 경향이 

적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본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품에 대한 

태도와 브랜드 선호도를 유지하고자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똑같은 리뷰라고 할지라도 브랜드 선호 정도에 따라 리뷰에 

의존하는 정도 및 상품태도, 구매의도에 어떠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2. 인터넷 사용 정도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상품에 대한 지식은 구매결정을 할 때 영향을 미치

는 주요변수로 여겨져 왔다. 상품에 대한 지식을 친숙성(famliliarity)과 전

문지식(expertise)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Alba & Hutchinson 1987). 전

문지식은 어떤 것에 대해 깊이 있게 알고 전문적으로 그것을 다룰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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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말한다. 친숙성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쌓이는 경험의 정도

에서 비롯한 것이다. 특히 친숙성이 높을수록 상품에 대해 받아들이는 사고

체계가 다르며 정보를 처리하고 신뢰하는 정도가 다르다(Park & Lessig 

1981).  

온라인 리뷰는 인터넷상에서 주로 얻을 수 있는 정보이므로 인터넷 사용 

정도는 인터넷에 대해 소비자들이 느끼는 친숙성으로 볼 수 있다. 인터넷 

사용 정도는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빈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Weiser 2000). 즉, 인터

넷을 많이 사용한 사용자일수록 인터넷 검색이 시간비용을 줄이고 상황에 

따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다 잘 인지함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인터넷 사용 정도가 높을 시 구매 전 상품 검색을 하는 경험이 

쌓일 것이며 리뷰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리뷰의존도 및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 또한 커지게 될 것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특히 인터넷을 사용한 경험

이 많을수록 자신이 찾은 정보에 대한 자신감이 높을 것이기 때문에 리뷰를 

의존하는 정도도 높다(Zhu & Zhang 2010).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리뷰 의

존도는 물론 상품태도, 구매의도에까지 인터넷 사용 정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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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자 혁신성 

소비자 혁신성이란 다른 소비자들에 비해 새로운 경험이나 상품을 조기에 

수용하고 채택하여 사용하려는 특성을 말하며 혁신성이 높은 사람들을 의견 

선도자(Opinion Leader)라고 부르기도 한다(Rogers & Cartano 1962). 

혁신성이 높은 소비자들은 상품 구매결정시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며 

신제품을 보다 조기에 수용하는 행동패턴을 보인다는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혁신성은 제품 자체에 대한 지식과 관심을 통해 신제품을 채택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이것이 구매행동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하며 자가체크 

척도로 측정가능 하다(Goldsmith & Hofacker 1991).  

소비자 혁신성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별되고자 하는 개인적인 

성향이라고도 볼 수 있다. 행동패턴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혁식성을 띈 

소비자들은 위험을 추구하고 다양성 및 독특성을 물색하며 광고에 대해 

인지적으로 반응한다고 한다(Baumgartner & Steenkamp 1996). 또한 

소비자 혁신성은 사회경제적인 요인, 즉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및 소득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 동기와 제품 구매로 얻고자 

하는 이익과 관련한 심리적 요인도 혁신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소비자 혁신성은 개인의 내적 성향이기 때문에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성향이며 측정척도도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다. 

혁신성이 높은 사람은 제품 속성을 중심으로 하는 광고를 선호하는 

반면에 혁신성이 낮은 사람들은 제품 편익 중심의 광고에 민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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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한다는 연구가 있다(정헌수 &신지영 2012). 온라인 리뷰는 제품의 

속성보다는 사용편익에 대한 소비자의 생생한 경험을 확인할 수 있어 

광고와 차별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성이 높은 사람에 비해 혁신성이 

낮은 소비자들이 온라인 리뷰에 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클 수 있다고 

예상하였다.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얻는 실패나 좌절을 줄여 위험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한 혁신성이 낮은 소비자들에게 온라인 리뷰가 더 

효과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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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실증연구 

 

제 1 절 실증모형 설계 

 

본 연구에서는 우선 리뷰가 프레이밍된 방향에 따라 리뷰 의존도 및 상품

에 대한 태도,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하

였다. 온라인 리뷰에 영향을 미치는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특성과 관련된 

유의미한 변수들도 추가적으로 확인하였다. 상품의 특성은 실용적 소비맥락

과 쾌락적 소비맥락으로 구분하여 각 경우에 소비행동에 유의한 차이를 보

이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소비자의 특성으로는 브랜드 선호도, 소비자의 인

터넷 사용 정도, 혁신성 3가지를 놓고 각각의 영향을 조사해 보고자 하였다. 

[그림3-1] 연구의 기본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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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가설의 설정 

 

본 연구의 가설은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H1a] 부정적으로 프레이밍된 리뷰가 긍정적으로 프레이밍된 리뷰에 

비해 소비자의 리뷰 의존도에 더 영향을 줄 것이다. 

[H1b] 부정적으로 프레이밍된 리뷰가 긍정적으로 프레이밍된 리뷰에 

비해 상품에 대한 태도 형성에 더 영향을 줄 것이다. 

[H1c] 부정적으로 프레이밍된 리뷰가 긍정적으로 프레이밍된 리뷰에 

비해 상품 구매의도에 더 영향을 줄 것이다. 

 

리뷰가 긍정적으로 프레이밍 되었는지 혹은 부정적으로 프레이밍 

되었는지에 따라 소비자의 리뷰에 대한 의존도나 상품태도, 구매의도가 

달라질 것이다. 상품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단점을 부각시켜 소비자들로 

하여금 겁을 먹게끔 하여 상품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을 부정적 프레이밍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광고에서는 상품을 사용했을 때 장점을 언급한 광고보다 

상품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단점을 언급한 광고가 더 효과적이었다는 

선행연구가 있다(Block & Keller 1995). 리뷰가 광고의 효과를 대체하고 

있는 점을 착안하여 부정적으로 프레이밍된 리뷰가 긍정적으로 프레이밍된 

리뷰에 비해 더 효과적으로 리뷰 의존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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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a] 실용적 소비맥락일 경우 쾌락적 소비맥락에 비해 소비자의 

리뷰 의존도가 더 높을 것이다. 

[H2b] 실용적 소비맥락일 경우 쾌락적 소비맥락에 비해 소비자가 

리뷰에 근거하여 더 호의적인 상품태도를 형성할 것이다. 

[H2c] 실용적 소비맥락일 경우 쾌락적 소비맥락에 비해 소비자가 

리뷰에 근거하여 더 높은 구매의도를 가질 것이다. 

 

소비자들은 상품을 구매했을 때 실패를 경험하거나 비용을 감수하지 않으

려고 애초에 구매 행위자체를 하지 않는 생략 바이어스(obmission bias)를 

보인다(Kahneman & Miller 1986). 소비자의 기능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

는 실용적 소비맥락에서는 쾌락적 소비맥락에 비해 리뷰에 의한 구매결정이 

이루어지기 쉽다. 필요에 의해 구매하는 상품이므로 상품 구매 전 정보 탐

색이 더 많이 이루어 질 것이며 실패에 대한 귀인을 타인에게로 할 가능성

이 열려있다. 반면 쾌락적 소비맥락의 경우 개인의 정서적 즐거움에 대한 

요구로 인해 구매하게 되므로 실패에 대한 귀인이 자신에게로 이루어질 가

능성이 크다. 더불어 실용적 소비맥락은 생활 속 필요에 의한 것이므로 타

인의 보편적인 소비경험을 자신의 경험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

다. 위 연구를 바탕으로 소비재 리뷰 자체에 대한 영향이 각 소비자의 상품 

소비맥락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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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a] 소비자의 브랜드 선호도가 높을 때 브랜드 선호도가 낮을 때

에 비해 소비자의 리뷰 의존도가 더 높을 것이다. 

[H3b] 소비자의 브랜드 선호도가 높을 때 브랜드 선호도가 낮을 때

에 비해 리뷰에 근거하여 더 호의적인 상품태도를 형성할 것이다. 

[H3c] 소비자의 브랜드 선호도가 높을 때 브랜드 선호도가 낮을 때

에 비해 리뷰에 근거하여 더 높은 구매의도를 가질 것이다. 

 

상품 구매 경험(post-purchase experience)이 브랜드 선호도에 따라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선행연구가 있다(Chu et al 2013).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제품이라 할지라도 다른 소비

자들의 리뷰에 영향을 받아 구매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전제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상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리뷰만을 제시하고 브랜드 선호도

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았다. 소비자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제품일 경우 그 

제품에 대해 기존에 갖고 있던 이익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리뷰에 의존하는 

정도가 클 것이다. 반면 브랜드 선호도가 낮은 경우 소비자가 자신의 선호

에 대해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으로 인해 긍정적 평가의 

리뷰에 의존하고자 하는 정도가 낮을 것이다. 더불어 리뷰에 근거하여 상품

태도, 구매의도를 형성하기까지 브랜드 선호도의 유의미한 영향력을 확인하

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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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4a] 인터넷 사용 정도가 높은 소비자는 인터넷 사용 정도가 낮은 

소비자에 비해 리뷰 의존도가 더 높을 것이다. 

[H4b] 인터넷 사용 정도가 높은 소비자는 인터넷 사용 정도가 낮은 

소비자에 비해 리뷰에 근거하여 더 호의적인 상품태도를 형성할 것이다. 

[H4c] 인터넷 사용 정도가 높은 소비자는 인터넷 사용 정도가 낮은 

소비자에 비해 리뷰에 근거하여 더 높은 구매의도를 가질 것이다. 

 

인터넷 사용 정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무작위한 정보에 단순히 의존하지 

않고 신뢰 높은 정보를 찾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인터넷 사용 경험이 

많을수록 정보를 공유하고 수집하려는 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빈도가 

높다는 연구가 있다(Weiser 2000). 인터넷을 사용하는 정도가 높은 

사람은 기존에 갖고 있는 자신감과 리뷰에 대한 이해력이 높으므로 리뷰에 

더 반응할 것으로 보인다 (Zhu & Zhang 2010). 반면, 인터넷 사용 경험이 

적은 사람은 리뷰에 대한 신뢰나 경험이 적기 때문에 리뷰에 대한 의존도가 

낮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리뷰에 근거하여 상품태도, 

구매의도를 형성하기까지 인터넷 사용 정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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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5a] 혁신성이 낮은 소비자는 혁신성이 높은 소비자에 비해 리뷰 

의존도가 더 높을 것이다. 

[H5b] 혁신성이 낮은 소비자는 혁신성이 높은 소비자에 비해 리뷰에 

근거하여 더 호의적인 상품태도를 형성할 것이다. 

[H5c] 혁신성이 낮은 소비자는 혁신성이 높은 소비자에 비해 리뷰에 

근거하여 더 높은 구매의도를 가질 것이다. 

 

 

혁신성이 높은 사람들은 남들에 비해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고 얼리어답터의 역할을 하곤 한다. Bass 모델에 따르면 혁신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주변인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소신에 의한 

소비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즉, 다른 사람들의 평가보다는 상품 자체의 

객관적인 정보와 스펙을 따져 구매하는 경향을 보인다. 얼리어답터는 상품 

구매결정시 위험을 추구하려고 하며 신제품을 수용하는데 열의를 띄지만 

혁신성이 낮은 사람들은 신제품 구매가 더 신중하다는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Rogers & Cartano 1962).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혁신성이 낮은 

사람의 경우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소비자의 상품구매후기와 상품에 

대한 만족도에 더 의존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상품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 형성에까지 미치는 온라인 리뷰의 영향력이 혁신성이 높은 사람에 

비해 혁신성이 낮은 사람에게 보다 더 막대함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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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척도 

 

1. 독립 변수 

1) 리뷰의 프레이밍 

본 연구의 목적은 블로거가 제공하는 온라인 리뷰의 특성이 소비자의 리

뷰 의존도 및 상품 태도,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리뷰의 특성으로는 정보의 프레이밍으로 설정하였고 이를 긍정적인 프레이

밍과 부정적인 프레이밍으로 나누었다. 프레임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준거점

을 상대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Kahneman & 

Tversky 1979). 긍정적으로 프레이밍된 리뷰는 상품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장점에 대해 작성하여 실제 인터넷 환경와 비슷한 형태로 구성하였고 부정

적으로 프레이밍된 리뷰는 상품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단점에 대해 서술하

여 두 가지 프레임을 제시하고 결과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2) 상품의 소비맥락 

초기에는 실용적 제품의 예로 운동화를, 쾌락적 제품의 예로 향수를 설문 

대상으로 하였다. 제품의 유형에 따른 쾌락적 제품과 실용적 제품의 측정에

는 Chaudhuri & Holbrook(2002)가 개발한 측정 항목을 사용하였다. 또 

유의한 비교를 위해 가격대가 비슷한 제품군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pilot test를 한 결과 운동화와 향수가 실용적, 쾌락적 속성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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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높게 갖고 있어 두 속성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각 

상품에 대한 소비맥락을 시나리오 형태로 제시하는 방식을 택했다(주우진 

& 노민정 2009). 실용적 소비 맥락에서는 ‘현재 사용하던 운동화/향수를 

다 써서 평소에 쓰기 편리하고 유용한 상품을 새로 구매하기 위해 정보를 

탐색 중’인 상황을 설정하였다. 한편, 쾌락적 소비 맥락의 경우 설문지 도

입에서 ‘실험 참가자들이 생일을 맞아 기분전환을 목적으로 트렌디한 운동

화/향수를 구매하기 위해 정보를 탐색 중’인 상황을 제시하였다. 

단, 바이어스를 제하기 위해 설문에 등장하는 사진은 상표가 잘 보이지 

않는 같은 사진으로 하였고 두 프레이밍에서 동일한 상황과 동일한 상품에 

대한 리뷰를 제시하였다. 

3) 브랜드 선호도 

실제 상황과 유사한 실험을 하기 위해 실제 브랜드를 상상하도록 하여 브

랜드 선호도를 측정하였다.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를 물어보아 떠

올리게 하였고 그 다음 최선호 브랜드의 리뷰 예시를 읽는다고 상상해보도

록 하였다. 더불어 구체적인 특정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를 측정한 후, 하위

선호 브랜드 관련한 또 다른 리뷰를 보았을 경우의 상황도 제시하여 응답하

도록 하였다 (Chu et al 2013).  

최선호 브랜드와 하위선호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 측정이 잘 되었는지 확

인하기 위해 ‘다른 브랜드보다 이 브랜드를 좋아한다’, ‘다른 브랜드보

다 이 브랜드를 사용하고 싶다’, ‘다른 브랜드보다 이 브랜드를 구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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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다’ 항목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Chu et al 2013). 

4) 인터넷 사용 정도 

인터넷 사용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인터넷 사용행태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Zhu & Zhang 2010). ‘나는 평소에 인터넷 사용을 많이 하는 편이다’와 

‘나는 평소에 인터넷을 통해 상품 검색을 많이 하는 편이다’ 라는 항목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사용해서 파악하였다(황선영 2011). 또한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은 어떻게 되십니까(컴퓨터가 아닌 인터넷 이용시간)?’라

는 질문을 추가하여 인터넷 사용 정도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5) 소비자 혁신성 

대표적으로 Baumgartner와 Steenkamp(1996)가 소비자들의 혁신성을 

측정하는 적도로 사용한 EAP(Exploratory Acquisition of Products)와 

EIS(Exploratory Information Seeking)척도가 있다. 그 중 EAP 10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사용하였다. 소비자의 혁신성이 낮을수록 위험을 

감수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정보를 습득하고자 하는 

노력이 높을 것이며 그에 더 의존하여 구매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상관관계를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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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속 변수 

1) 리뷰 의존도 

‘위 온라인 리뷰가 나의 상품 선택에 있어 유용하다’라는 항목을 통해 

리커트 7점 척도로 리뷰에 대한 의존도를 파악하였다(Zhu & Zhang 2010). 

2) 상품에 대한 태도(Attitude Toward Goods; ATG) 

해당 상품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 형성 정도는 Muehling와 

Laczniak(1992)에 의해 사용된 문항들로 좋은/나쁜, 호의적인/비호의적인, 

긍정적인/부정적인, 불쾌한/상쾌한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으로 

‘위 온라인 리뷰에 나온 이 상품이 좋다고 생각한다’ 라는 상품 태도 항

목을 리커트 7점 척도로 사용했다. 

2) 구매의도(Purchase Intention; PI) 

리뷰에 사용된 제품을 구매할 의도를 측정한 구매의도 척도는 ‘위의 리

뷰를 근거로 이 상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라는 항목을 사용했다(주우진 

& 노민정 2009). 이에 대한 응답은 리커트 7점 척도 상에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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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리뷰 프레이밍과 소비자의 특성, 상품의 특성이 소

바자의 리뷰 의존도, 상품에 대한 태도 및 구매의도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실험 참가 대상은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블로그나 오픈 

마켓에서 리뷰를 찾아 보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제한하고 이들에게 설

문을 하도록 요구하였다.  

또한 설문지는 쾌락적 소비맥락 및 실용적 소비맥락 안에 대표적으로 두 

제품군을 보았다. 향수와 운동화로 구체적인 쇼핑 아이템을 선정하였고 소

비맥락을 구체화 하기 위해 쾌락적 소비맥락과 실용적 소비맥락을 시나리오

로 설정해 주었다(주우진 & 노민정 2009). 소비재를 대표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이들이 소유하고 있고 꾸준하게 구매하는 제품군을 선택하여 연구하였

다. 

 

2. 자료수집 과정 

본 연구의 설문지는 2013년 9월 24일-2013년 9월 25일 이틀간 서울

대학교 Qualtrics Survey Software를 통해 배포, 수집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항목들은 모두 기존 문헌에서 사용된 것을 본 연구에 적합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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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수정 및 보완하여 구성하였다. 설문항목 및 내용의 구성은 위 변수의 조

작적 정의와 첨부 설문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설문은 2(프레이밍) x 

2(소비맥락) x 2(운동화, 향수) x 2(브랜드 선호도)의 형태로 설계되었다. 

16개 온라인 리뷰가 실험되었으며 각 프레이밍된 리뷰에서 각 소비맥락에 

대한 총 4번의 실험(2[운동화, 향수] x 2[브랜드 선호도])이 개별 참여자에

게 시행되었다. 결과적으로 실험 구성은 무작위로 조합한 A, B, C, D 4개의 

설문형식으로 실험이 진행되었다. 

 

3. 통계처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로 제시한 요인들이 온라인 리뷰에 대한 의존도 

및 상품태도, 구매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로버스트 

다중회귀분석 모형을 사용하였다. 리뷰 의존도와 상품태도, 구매의도를 나

타내는 종속변수가 서열척도로 범주형변수(categorical variable)이지만 7

점 척도로 설문지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이를 연속변수(continuous variable)

로 취급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김태근 2006).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여 각 독립변수의 순수한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하여 분산분석이 아닌 

회귀분석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분석도구로는 STATA 11.0을 사용하였

다. 

분석에 이용한 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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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의존도 = 𝛽0 + 𝛽1𝑥프레이밍 + 𝛽2𝑥소비맥락 + 𝛽3𝑥브랜드 선호도 + 𝛽4𝑥인터넷 사용 정도

+ 𝛽5𝑥혁신성 + u  

상품태도 = 𝛽0 + 𝛽1𝑥프레이밍 + 𝛽2𝑥소비맥락 + 𝛽3𝑥브랜드 선호도 + 𝛽4𝑥인터넷 사용 정도

+ 𝛽5𝑥혁신성 + u 

구매의도 = 𝛽0 + 𝛽1𝑥프레이밍 + 𝛽2𝑥소비맥락 + 𝛽3𝑥브랜드 선호도 + 𝛽4𝑥인터넷 사용 정도

+ 𝛽5𝑥혁신성 + u 

 

 

𝑥프레이밍 = {
0, if  긍정적 프레이밍 리뷰

1, if  부정적 프레이밍 리뷰
 

𝑥소비맥락 = {
0, if  쾌락적 소비맥락

1, if  실용적 소비맥락
 

𝑥브랜드 선호도 = {
0, if  하위선호 브랜드

1, if  최선호 브랜드    
 

f (𝑥인터넷 사용 정도) = {
0, x < 3.3
1, x ≥ 3.3 

 

f (𝑥혁신성) = {
0,         x ≥ 3.3
1, x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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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1] 설문의 구성 

 항목 설문항목 설문번호 

독립변수 

선호도 

나는 다른 브랜드보다 이 브

랜드를 좋아한다 
Q1/Q2-1 

나는 다름 브랜드보다 이 브

랜드로 사용하고 싶다 
Q1/Q2-2 

나는 다른 브랜드보다 이 브

랜드로 구매하고 싶다 
Q1/Q2-3 

인터넷  

사용 정도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

은 어떻게 되십니까(컴퓨터가 

아닌 인터넷 이용시간)? 

Q4-1 

나는 평소에 인터넷 사용을 

많이 하는 편이다 
Q4-2 

나는 평소에 인터넷을 통해 

상품 검색을 많이 하는 편이

다 

Q4-3 

혁신성 

특정한 식품을 고를 때 다양

한 맛이 있어도 나는 늘 먹는 

같은 맛을 선택하는 편이다* 

Q5-1 

내가 새로운 브랜드가 진열된 

것을 보았을 때 나는 그것을 

한 번 시도해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 

Q5-2 

나는 새롭고 혹은 기존과 다

른 제품을 써보는 것에 호기

심이 많다 

Q5-3 

내가 레스토랑에 가면 내가 

약속한 음식을 주문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낀다* 

Q5-4 

나는 성능이 어떨지 확신하지 

못하는 브랜드는 좀처럼 사지 

않는다* 

Q5-5 

잘 모르는 브랜드보다는 내가 

평소에 사는 브랜드를 늘 이

용하는 편이다* 

Q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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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보통 규칙적으로 같은 

종류의 음식을 먹는다* 
Q5-7 

내가 어떤 브랜드를 좋아한다

면 나는 좀처럼 그 브랜드 말

고 다른 브랜드를 시도해 보

려고 하지 않는다* 

Q5-8 

나는 내 구매의 다양성을 위

해서 익숙하지 않은 브랜드를 

사는 기회를 즐긴다 

Q5-9 

나는 내 자신이 브랜드 충성

자(brand-loyal consumer)

라고 생각한다* 

Q5-10 

종속변수 

리뷰 

 의존도 

위 온라인 리뷰가 나의 상품 

선택에 있어 유용하다고 생각

한다 

Q3-1 

상품태도 
위 온라인 리뷰에 나온 이 상

품이 좋다고 생각한다 
Q3-2 

구매의도 
위 리뷰를 근거로 나는 이 상

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 
Q3-3 

인구통계 성별, 연령, 직업, 학력, 소득 Q6-Q10 

타당성 

위 온라인 리뷰가 실제 인터넷 상의 블로

그에 등장하는 리뷰와 얼마나 닮았습니까? 
Q11 

본 리뷰를 통해 상품을 사지 않았을 때 얻

는 손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

까? 상품을 샀을 때 얻는 장점에 대한 정

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까? 

Q12 

제시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봤을 때 리뷰

에 등장하는 상품(운동화/향수)이 나의 필

요에 의한 것입니까? 나의 감각적 즐거움

을 위한 것입니까? 

Q13 

역 척도 *(별표)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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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결과 

 

제 1 절 대상의 특성 

본 연구 설문지의 응답자는 총 931명이었으나 누락된 문항이 있는 설문

을 뺀 결과 총 722명으로 추려졌다. 표본을 살펴보기 위한 빈도분석을 통

해 그 구성을 살펴보면 총 722명 중 남자 458명(63.4%), 여자 264명

(36.6%)로 나타났다. 연령별 구성을 20~29세 272명(37.7%), 30~39세 

150명(20.8%), 40~49세 162명(22.4%), 50세 이상 138명(19.1%)였다. 

회사원 476명 (66%), 대학/대학원생 161명(22.3%), 주부(5.1%), 기타

(6.6%)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학력은 대학(원) 졸업한 사람이 485명(67.2%)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대학(원) 재학(22.9%), 고등학교 졸업(8.3%), 기타(1.7%)순이었다. 가족 

전체의 연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2000-5000만원 미만 203명

(28.1%), 5000-8000만원 미만 (27.1%), 8000-1억원 미만(18.1%), 

2000만원 미만 (14.7%), 1억원 이상 (11.9%)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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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 조사대상자의 연구통계적 특성 

항목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 458명 63.4% 

여 264명 36.6% 

나이 

20대 272명 37.7% 

30대 150명 20.8% 

40대 162명 22.4% 

50대 이상 138명 19.1% 

직업 

대학/대학원생 161명 22.3% 

회사원 476명 66% 

주부 37명 5.1% 

기타 48명 6.6% 

학력 

고등학교 졸업 60명 8.3% 

대학(원) 재학 165명 22.9% 

대학(원) 졸업 485명 67.2% 

기타 12 1.7% 

가계소득 

2000만원 미만 106명 14.7%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203명 28.1% 

50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 
196명 27.1% 

8000만원 이상-1

억 미만 
131명 18.1% 

1억 이상 86명 11.9% 

합계 722명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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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 

 

1. 신뢰성 분석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 개의 항목을 이용하는 경우 측정 변수

들의 신뢰성을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를 검증하기 위

해 요인 분석을 진행함과 동시에 각 변수에 관한 검증을 진행했다. 각 변수

들의 측정 항목 간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각 측정 변수들의 신뢰성 계수

가 0.7 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분석에서는 기존 논문에서 신뢰성을 획득한 항목으로 설문을 구성했으

며 추가적인 신뢰성 검증에서도 아래와 같이 신뢰성을 인정 받을 수 있었다.  

[표4-2] 신뢰성 분석 

측정변수 항목수 Cronbach ‘s alpha 

브랜드 선호도 6문항 0.9112 

인터넷 사용 정도 3문항 0.8067 

혁신성 10문항 0.7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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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당성 분석 

타당성 분석은 측정 도구가 측정 대상된 개념을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

는 지에 대해 평가하는 지표이다. 연구대상이 되는 개념을 얼마나 잘 나타

내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항목들은 모두 기

존의 문헌연구들을 통해 추출 되었기 때문에 내용타당성이 확보되었다.  

가상의 리뷰들이 실제로 인터넷 사이트에 등장하는 것과 얼마나 닮았는지 

측정한 결과 5점 척도상 평균 3.89로 나타났다. 본 설문에 등장했던 가상

의 리뷰가 실제 온라인상 리뷰들에 상당히 근접했음을 보여줌으로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3. 실험변수의 조작 점검 

리뷰의 프레이밍에 따라 두 프레이밍(긍정적 프레이밍/부정적 

프레이밍)으로 나누기 위해 실제 온라인 리뷰를 참고하여 임의의 리뷰를 

제시하였다. 긍정적 프레이밍 리뷰의 경우 상품(운동화/향수)를 

구매함으로써 얻는 물리적, 심리적 편익과 장점에 초점을 두었다. 반면 

부정적 프레이밍 리뷰는 상품을 구매하지 않았다면 발생했을 손실 및 

단점에 초점을 두었다. 프레이밍 조작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설문 

마지막에 본 리뷰를 통해 상품을 사지 않았을 때 얻는 손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지 상품을 샀을 때 얻는 장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지 7점 척도 상 정도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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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이밍을 본 집단(𝑚𝑒𝑎𝑛긍정적 프레이밍 = 5.08)과 부정적 프레이밍 리뷰를 본 

집단(𝑚𝑒𝑎𝑛부정적 프레이밍 = 2.18)간 차이(𝑝 프레이밍 < .01)는 유의했다. 

상품의 특성에 따라 두 소비맥락(실용적 소비맥락/쾌락적 소비맥락)으로 

나누기 위해 각각 시나리오를 사용하였다. 실용적 소비 맥락에서는 ‘현재 

사용하던 운동화/향수를 다 써서 평소에 쓰기 편리하고 유용한 상품을 새로 

구매하기 위해 정보를 탐색 중’인 상황을 설정하였다. 반면 쾌락적 소비 

맥락의 경우 설문지 도입에서 ‘생일을 맞아 기분전환을 목적으로 트렌디한 

운동화/향수를 구매하기 위해 정보를 탐색 중’인 상황을 제시하였다. 

연구자 임의로 한 구분이 얼마나 의미 있게 받아들여 졌는지 살펴 보았다. 

제시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봤을 때 리뷰에 등장하는 상품(운동화/향수)이 

나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나의 감각적 즐거움을 위한 것인지 7점 척도로 

답하게 함으로써 점검되었다. 실용적 소비맥락(𝑚𝑒𝑎𝑛실용적 소비맥락 = 2.16 )과 

쾌락적 소비맥락( 𝑚𝑒𝑎𝑛쾌락적 소비맥락 = 5.51 )은 유의미한 차이( 𝑝 소비맥락 <

.01)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브랜드 선호도에 따라 두 리뷰(최선호 브랜드/하위선호 브랜드)를 봤을 

때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브랜드 선호도 관련한 3개 질문 항목의 값들을 

평균하여 비교해 보았다. 비교 결과 브랜드 선호도가 높을 

때( 𝑚𝑒𝑎𝑛최선호 브랜드 = 3.85)와  낮을 때( 𝑚𝑒𝑎𝑛하위선호 브랜드 = 2.34) 는 유의한 

차이(𝑝 브랜드 선호도 < .01)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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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용 정도에 따라 두 집단(높은 집단/낮은 집단)으로 나누기 위해 

인터넷 사용 정도를 나타낼 3개 질문 항목의 값들을 평균하여 전체의 중위

값을 기준으로 중위값 (3.33) 이상의 점수를 가진 사람을 인터넷 사용 정

도가 높은 집단으로, 중위값 미만의 값을 가진 사람들을 인터넷 사용 정도

가 낮은 집단으로 나누었다. 인터넷 사용 정도가 높은 집단

(𝑚𝑒𝑎𝑛인터넷 사용 높음 = 3.95)과 낮은 집단(𝑚𝑒𝑎𝑛인터넷 사용  낮음 = 2.50)은 큰 차

이(𝑝 인터넷 사용 정도 < .01)를 보였다.  

혁신성 정도에 따라 두 집단(높은 집단/낮은 집단)으로 나누기 위해 혁신

성 정도를 나타내는 10개 질문 항목의 값들을 평균하여 전체의 중위값을 

기준으로 중위값 (3.3) 이상의 점수를 가진 사람을 혁신성이 높은 집단으로, 

중위값 미만의 값을 가진 사람들을 혁신성이 낮은 집단으로 나누었다. 혁신

성 정도가 높은 집단( 𝑚𝑒𝑎𝑛혁신성 높음 = 3.63)과 낮은 집단( 𝑚𝑒𝑎𝑛혁신성 낮음 =

3.00)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𝑝 혁신성 < .01)를 보였다.  

 

4. 다중공선성 진단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란 다중회귀분석에 포함된 독립변수들이 

서로 지나치게 밀접한 관계를 가짐으로 인해 분석결과를 왜곡시키는 경우를 

말한다(김태근 2006).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가 5개가 사용되었으므로 독

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왜곡되지 않는 분석 결과를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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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했다. 일반적으로 두 변수간 상관계수가 0.6 이상이라면 다중공선성을 

의심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독립변수들에는 아래 표와 같이 독립변수간 상

관관계가 높지 않게 나와 다중공선성이 의심되지 않았다. 

 

[표4-3] 독립변수들간 상관관계 분석 

 
프레이밍 소비맥락 

브랜드 

선호도 

인터넷 

사용 정도 
혁신성 

프레이밍 
1     

소비맥락 
0.0587 1    

브랜드  

선호도 

-0.4395 0.0580 1   

인터넷 

사용 정도 

-0.0030 -0.0004 -0.0065 1  

혁신성 
0.0168 0.0399 0.0161 0.0932 1 

 

5. 등분산성 진단 

등분산성(homoscedasticity)이란 독립변수의 모든 변수값에 대해 

오차들의 분산이 일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김태근 2006). 본 연구의 

등분산성 분석결과 모든 변수값에 대해 오차들의 분산이 일정하지 않은 

이분산성(heteroscedasticity)이 나타났다. 모델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표준오차 대신 로버스트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를 

사용하여 이분산성 문제를 해결하였다. 



 

 52 

제 3 절 가설검증 결과 

 
각 종속변수에 대해 Robust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4-4]리뷰 의존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리뷰 의존도 Coef. 
Robust 

Std. Err. 
t p 

프레이밍 .0237731 
 

.0391321 0.61 0.544 

소비맥락 .1707696 
*** 

.0361013 4.73 0.000 

브랜드 선호도 .0876378 
** 

.0391691 2.24 0.025 

인터넷 사용 

정도 
.1070076 

*** 
.0377952 2.83 0.005 

혁신성 .1409402 
*** 

.036893 3.82 0.000 

_cons 3.040176 
 

.087855 34.60 0.000 

***p<.01, **p<.05, *p<.10 

 

리뷰 의존도에 대한 회귀분석을 한 결과 위 모델의 R2 값이 0.215로, 

21.5% 설명력을 가진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부정적으로 프레이밍된 리뷰가 긍정적으로 프레이밍된 리뷰에 비해 

리뷰의존도에 더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 H1a가 검증결과(𝑡프레이밍 = 0.61,

𝑝 > .10)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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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소비맥락이 리뷰의존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2a는 

결과(𝑡소비맥락 = 4.73, 𝑝 < .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채택되었다. 

쾌락적 소비맥락일 때에 비해 실용적 소비맥락일 때 소비자들은 0.17만큼 

더 리뷰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소비자의 브랜드 선호도가 높을 때 브랜드 선호도가 낮을 때에 비해 

리뷰에 의존하는 정도가 더 높을 것이라는 가설 H3a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𝑡브랜드 선호도 = 2.24, 𝑝 < .05)를 나타냈다. 브랜드 선호도가 낮은 

상품의 리뷰를 볼 때에 비해 브랜드 선호도가 높은 상품의 리뷰를 볼 때 

소비자들은 0.09만큼 더 리뷰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또한 인터넷 사용 정도가 높은 소비자가 인터넷 사용 정도가 낮은 

소비자에 비해 리뷰 의존도가 클 것이라는 가설 H4a도 채택되었다. 회귀 

분석 결과 인터넷 사용 정도가 높은 소비자가 그렇지 않은 소비자에 비해 

0.11만큼 더 리뷰에 의존한다는 유의한 결과 (𝑡인터넷 사용 정도 = 2.83, 𝑝 <

.01)가 나왔다.  

혁신성이 낮은 사람일 경우 혁신성이 높은 사람에 비해 리뷰에 의존하는 

정도가 크다는 가설 H5a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 (𝑡혁신성 = 3.82, 𝑝 <

.01)를 보였다. 곧 혁신성이 낮은 사람의 경우 혁신성이 높은 사람에 비해 

0.14만큼 더 리뷰에 의존한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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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5]상품태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상품태도 Coef. 
Robust 

Std. Err. 
t p 

프레이밍 .0159150 
 

.0386461 0.41 0.681 

소비맥락 .2005908 
*** 

.0355054 5.65 0.000 

브랜드 선호도 .0684525 
* 

.0388426 1.76 0.078 

인터넷  

사용 정도 
.0503121 

 
.0369186 1.36 0.173 

혁신성 .1684797 
*** 

.0362586 3.86 0.000 

_cons 3.040176 
 

.087855 34.60 0.000 

***p<.01, **p<.05, *p<.10  

 

상품태도에 대한 회귀분석을 한 결과 위 모델의 R2 값이 0.143로, 14.3% 

설명력을 가진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로버스트 다중회귀분석 결과 가설 H1b와 H4b가 기각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리뷰의 프레이밍이 상품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용 정도가 리뷰에 근거하여 상품태도를 

형성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가설 H2b는 채택되었다. 실용적인 소비맥락의 경우 쾌락적 

소비맥락에 비해 소비자들은 0.20큼 더 호의적인 상품태도를 형성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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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결과 (𝑡소비맥락 =

5.65, 𝑝 < .01)이다. 

더불어 브랜드 선호도가 낮을 때에 비해 브랜드 선호도가 높을 때 리뷰에 

의존하여 더 호의적인 상품태도를 형성한다는 가설 H3b도 .10 

유의수준에서 채택되었다. 브랜드 선호도가 낮은 리뷰를 볼 때에 비해 

브랜드 선호도가 높은 상품의 리뷰를 볼 때 소비자는 0.07정도 더 

호의적인 상품태도룰 형성한다는 유의한 결과 ( 𝑡브랜드 선호도 = 1.76, 𝑝 <

.10)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가설 H5b 또한 채택되었는데 혁신성이 낮은 사람이 혁신성이 높은 

사람에 비해 리뷰를 보고 상품에 대해 0.17만큼 더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였다. 곧, 소비자의 혁신성이 리뷰에 근거하여 호의적인 상품태도를 

형성하여 반응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 (𝑡혁신성 =

3.86, 𝑝 < .01)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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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6]구매의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구매의도 Coef. 
Robust 

Std. Err. 
t p 

프레이밍 .0127512 
 

.0410192 0.31 0.756 

소비맥락 .0532384 
 

.038057 1.40 0.162 

브랜드 선호도 .0626658 
 

.0411473 1.52 0.128 

인터넷 사용 

정도 
.0791683 

** 
.0396224 2.00 0.046 

혁신성 .1047145 
*** 

.0383233 2.73 0.006 

_cons 3.040176 
 

.087855 34.60 0.000 

***p<.01, **p<.05, *p<.10  

 

구매의도에 대한 회귀분석을 한 결과 위 모델의 R2 값이 0.132로, 13.2% 

설명력을 가진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로버스트 회귀 분석 결과 가설 H1c, H2c, H3c는 모두 기각 되었다. 

리뷰의 프레이밍과 소비맥락, 브랜드 선호도는 소비자들이 리뷰를 본 후 

상품 구매의도를 형성하는 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가설 H4b는 채택되었는데 인터넷 사용 정도가 높은 사람이 인터넷 

사용 정도가 낮은 사람에 비해 리뷰를 보고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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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만큼 더 갖는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결과(𝑡인터넷 사용 정도 = 2.00, 𝑝 < .05)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혁신성이 낮은 사람이 혁신성이 높은 사람에 비해 리뷰를 보고 

상품에 대한 구매 의도를 갖는 정도가 0.10만큼 더 크다는 유의한 

결과(𝑡혁신성 = 2.73, 𝑝 < .01)가 나타났다. 곧, 가설 H5c도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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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가설 검증결과 정리 

H1 

[H1a] 부정적으로 프레이밍된 리뷰가 긍정적으로 

프레이밍된 리뷰에 비해 소비자의 리뷰 의존도에 더 

영향을 줄 것이다. 

기각 

[H1b] 부정적으로 프레이밍된 리뷰가 긍정적으로 

프레이밍된 리뷰에 비해 상품에 대한 태도 형성에 더 

영향을 줄 것이다. 

기각 

[H1c] 부정적으로 프레이밍된 리뷰가 긍정적으로 

프레이밍된 리뷰에 비해 상품 구매 의도에 더 영향을 

줄 것이다. 

기각 

H2 

[H2a] 실용적 소비맥락일 경우 쾌락적 소비맥락에 

비해 소비자의 리뷰 의존도가 더 높을 것이다. 

채택 

[H2b] 실용적 소비맥락일 경우 쾌락적 소비맥락에 

비해 소비자가 리뷰에 근거하여 더 호의적인 상품태

도를 형성할 것이다. 

채택 

[H3b] 실용적 소비맥락일 경우 쾌락적 소비맥락에 

비해 소비자가 리뷰에 근거하여 더 높은 구매의도를 

가질 것이다. 

기각 

H3 

[H3a] 소비자의 브랜드 선호도가 높을 때 소비자의 

브랜드 선호도가 낮을 때에 비해 소비자의 리뷰 

의존도가 더 높을 것이다. 

채택 

[H3b] 소비자의 브랜드 선호도가 높을 때 소비자의 

브랜드 선호도가 낮을 때에 비해 리뷰에 근거하여 더 

호의적인 상품태도를 형성할 것이다. 

채택 

[H3c] 소비자의 브랜드 선호도가 높을 때 소비자의 

브랜드 선호도가 낮을 때에 비해 리뷰에 근거하여 더 

높은 구매의도를 가질 것이다. 

기각 

H4 

[H4a] 인터넷 사용 정도가 높은 소비자는 인터넷 

사용 정도가 낮은 소비자에 비해 리뷰 의존도가 더 

높을 것이다. 

채택 

[H4b] 인터넷 사용 정도가 높은 소비자는 인터넷 

사용 정도가 낮은 소비자에 비해 리뷰에 근거하여 더 

호의적인 상품태도를 형성할 것이다 

기각 

[H4c] 인터넷 사용 정도가 높은 소비자는 인터넷 

사용 정도가 낮은 소비자에 비해 리뷰에 근거하여 더 

높은 구매의도를 가질 것이다.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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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5 

[H5a] 혁신성이 낮은 소비자는 혁신성이 높은 

소비자에 비해 리뷰 의존도가 더 높을 것이다. 

채택 

[H5b] 혁신성이 낮은 소비자는 혁신성이 높은 

소비자에 비해 리뷰에 근거하여 더 호의적인 

상품태도를 형성할 것이다. 

채택 

[H5c] 혁신성이 낮은 소비자는 혁신성이 높은 

소비자에 비해 리뷰에 근거하여 더 높은 구매의도를 

가질 것이다 

채택 

 

 

 

 

 

  



 

 60 

[그림4-1] 가설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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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 논의 및 의의 

본 연구의 실증 분석을 통해 도출해낸 결론 및 이론적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정적인 프레이밍이 긍정적으로 프레이밍된 리뷰에 비해 더 

영향이 클 것이라는 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다. 상품에 대한 장점을 언급한 

리뷰이든, 상품을 구매하지 않았을 때 단점을 쓴 리뷰이든지 간에 

리뷰의존도 및 상품태도, 구매의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리뷰 자체가 어떠한 방향으로 프레이밍 되어 

있든지 간에 리뷰의 존재 자체로 소비자들의 상품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온라인 리뷰에서는 광고에서와 달리 프레이밍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둘째, 상품에 대한 리뷰를 접했을 때 소비자들은 리뷰에 대한 의존도와 

상품태도 형성에 있어서 소비맥락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실용적 

소비맥락에서 온라인 리뷰에 대한 리뷰의존도 및 상품 태도가 더 높게 

나왔음을 확인하였다. 소비자가 스스로 온라인 리뷰에 의존하여 다른 

사람의 경험을 자신의 경험으로 받아들이려는 경향을 보였다. 즉 실용적 

소비맥락에서는 의무나 당위성에 의한 소비가 많이 이루어짐으로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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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와 자신의 소비가 근접해 있다고 여기며 리뷰를 자신의 미래 소비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주우진 & 노민정 2009). 또한 

보편적인 필요에 의한 실용적 소비맥락에서는 구매 결정에 대한 스스로의 

귀인이 상대적으로 낮아 리뷰를 통해 상품태도를 형성하는데 호의적인 것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소비맥락에 따른 차이가 구매의도로까지 이어지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브랜드 선호도가 높을수록 리뷰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과 동시에 상품태도 또한 호의적으로 형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의 경우 브랜드에 대한 타인 평가와 상품 

후기를 유용한 정보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반면, 자신이 

선호하지 않는 브랜드의 경우 자신이 기존에 갖고 있던 선호도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여 상대적으로 온라인 리뷰를 유용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소비자들은 똑 같은 리뷰라고 할지라도 

소비자들은 기존에 갖고 있던 선호에 의해 리뷰의 유용성을 다르게 

판단하며 그에 따라 형성하는 상품에 대한 태도도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 통계에도 나타나듯이 브랜드 선호도가 구매의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음을 본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인터넷 사용 정도가 높을수록 상품에 대한 온라인 리뷰를 보고 

리뷰에 의존하는 정도와 구매의도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큼을 

보였다. 인터넷 사용 경험이 쌓여 온라인 리뷰에 대한 친숙성이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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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일수록 자신이 본 리뷰에 대해 유용하다 판단하며 구매의도를 

형성하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터넷 사용인구는 

꾸준히 늘고 있고 인터넷 사용환경이 폭넓게 구축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향후 온라인 리뷰의 영향력은 점차 증대될 것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상품에 대한 태도 형성에는 인터넷 사용 정도가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인터넷 사용 정도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리뷰를 보고 상품에 대한 

태도를 형성함에는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혁신성이 낮은 소비자가 혁신성이 높은 소비자에 비해 

리뷰의존도와 상품태도, 구매의도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혁신성이 높은 소비자들은 도전적이며 타인에게로부터 

받는 영향보다는 객관적인 정보와 자신의 신념에 의존하여 구매결정을 하는 

성향이 Bass 모델에 의해 증명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이 본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혁신성이 높은 사람에 비해 낮은 사람이 타인이 올린 온라인 

리뷰에 더 의존하고 상품태도, 구매의도 형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주로 혁신성이 높은 사람들을 강하게 탐색적인 

사람들이라 칭하였지만 개인적 만족도 및 평가가 포함되는 온라인 리뷰에 

있어서는 의존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 곧 혁신성이 높은 

소비자들은 타인의 평가보다 자신의 소신과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경향을 보인다. 남들과 구별되려고 하고 보다 혁신적인 제품을 

소비하려고 하는 성향이 묻어나는 부분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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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의 실증 분석을 통해 도출해낸 마케팅 실무적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들이 리뷰를 꾸준히 업로드할 수 있는 의욕을 자극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해야 한다. Ipsos(2012)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모바일을 

통한 상품검색량이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플랫폼을 사용한 

홍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 ⑦ . 문헌 구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광고보다 온라인 리뷰를 더 신뢰하는 소비자들의 성격을 반영하여 

기업에서는 리뷰 업로드 양을 늘려 소비자들에게 노출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는 리뷰의 프레이밍에 상관없이 리뷰의 존재 자체가 

충분히 소비자들의 리뷰 의존도, 상품태도, 구매의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리뷰 업로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나 소비자들의 리뷰 업로드를 요구하는 프로모션 진행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기업은 브랜드 사이트 내에서 본 제품에 대한 다른 

소비자들의 평가를 볼 수 있게끔 링크하는 형식으로 사이트 맵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소비자들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자신의 

아이디어를 블로그나 SNS를 통해 올리게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생산 및 

                                            
⑦
 Think Insights, Googl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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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프로세스에 참여시키는 활동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둘째, 대부분 소비재에 실용적인 속성과 쾌락적인 속성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마케팅을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 쾌락적 소비맥락에서는 

단일 속성의 매력을 크게 부각시키는 반면, 실용적 소비맥락에서는 여러 

다른 속성에 대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연구가 

있다(주우진 & 노민정 2009). 다양한 사용편익에 대해 기술하는 블로그상 

온라인 리뷰의 영향은 실용적 소비맥락에서 더 큰 것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곧 쾌락적 소비맥락에서는 컨텐츠 자체에 집중되지 않고 주변 단서를 

얻으려는 휴리스틱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화려한 광고 기법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반면 실용적 소비 맥락에서는 컨텐츠 자체에 집중하여 구조적인 

정보 처리를 하므로 상품에 대한 사용 편익을 기술한다는 특징을 지닌 

온라인 리뷰가 소비자들에게 더 유용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다. 곧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소비맥락을 파악하여 통합적인 홍보 및 마케팅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불어 소비자들이 쾌락적 소비맥락에 비해 

실용적 소비맥락에서 상품태도를 비교적 호의적으로 형성함을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이 상품을 쾌락재를 넘어선 실용재로 인식하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전에는 향수가 쾌락재였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를 실용적인 맥락으로 생각한다. 이처럼 특정 제품이 사회적 압력이나 

규범에 의해 필요로 하는 제품으로 소비자들에게 인식되는 것이 온라인 

리뷰의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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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소비재 시장에서는 프로모션보다 브랜드 질과 이미지 관리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지속적인 소비를 일으키는 소비재는 다른 재화에 비해 

구매빈도와 구매율이 높은 편이다. 이러한 경우 특별한 자극이 없다면 

자신이 선호하는 브랜드를 재구매하는 소비패턴이 이어지게 된다. 실제로 

세계적으로 성공한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소비자와 매우 강한 관계를 

형성해왔고 소비자 자신을 표현하는 도구로까지 사용해왔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실증 결과도 브랜드 선호도가 높을 때 온라인 리뷰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호의적인 상품태도를 형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매의도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브랜드 선호도가 높을 때 리뷰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는 온라인 리뷰가 기존에 갖고 있던 

최선호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를 꾸준히 향상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소비자의 브랜드 선호도가 낮을 경우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개선 및 시장확장을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 일차원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는 단기 프로모션이나 마케팅 전략을 넘어선 고차원적 

브랜드 질 및 이미지 관리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온라인 리뷰나 광고가 

아무리 잘 표현되어 있고 훌륭한 정보라 할지라도 소비자들이 이를 

유용하다 여기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곧, 브랜드와 소비자간 연결요소를 

파악하는 소비자 성향분석과 시장분석, 컨설팅을 통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선호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소비재 시장에서 인터넷 기반 프로모션 진행 및 인터넷 사용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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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이 필요하다.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는 소비자일수록 온라인 리뷰에 

보다 더 의존하며 상품에 대한 구매의도 형성으로까지 이어진다. 

소비자들이 온라인 리뷰에 근거하여 상품에 대한 구매의도를 갖는다는 것은 

온라인 리뷰로 인해 상품의 소비가 늘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바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인터넷 이용 베이스를 높이는 환경을 구축하여 온라인 

리뷰에 노출시키고 의존도를 높여 소비자들의 행동패턴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브랜드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한 

프로모션을 꾸준히 진행하여 소비자들이 다양한 방면에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에 접근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는 

소비자일수록 온라인 리뷰를 유익한 정보로 여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온라인 리뷰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 전망한다. 위와 같은 

프로모션 및 전략으로 인터넷 사용량이 많은 소비자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온라인 리뷰만으로도 소비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기업은 자사 제품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성향을 파악하여 

마케팅 전략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혁신성이 낮은 사람들이 주로 온라인 

리뷰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혁신성이 높은 사람은 대체로 제품이 

나온 초기에 소비를 하고 타인에게 영향을 받기보다는 객관적인 상품 

속성에 대한 정보를 갖고 제품을 구매하는 특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 출시 초기에는 화려한 마케팅 전략보다는 획기적이며 혁신적 속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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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홍보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켜야 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많이 받아 구매결정을 내리는 혁신성이 낮은 

사람들이 결국 소비재 시장의 주 고객(main stream)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영향을 주려면 결국에는 온라인 리뷰를 통한 홍보가 효과적이다. 

단순히 비싼 광고를 내보내는 것보다 소비자들의 참여와 소통을 요구하는 

방식의 소비재 프로모션이 마케팅 비용을 절약하는 하나의 방도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소비자들의 개인적 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소비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기업은 추가적으로 소비자들의 요구(needs)도 파악할 

수 있다. 곧, 제품 사용 리뷰나 프로모션 관련 글을 자신의 블로그나 

SNS에 올리게 하여 소비자들의 관심과 소비를 동시에 유인하는 전략이 

혁신성이 낮은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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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방향 

본 연구의 실증 분석 단계에서 발견된 한계점을 지적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 방법에서 편향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본 설문은 리뷰의 

프레이밍은 물론, 선호도, 제품군에 따른 온라인 리뷰의 영향력을 보고자 

하였기 때문에 각 요소가 혼합적으로 반영된 리뷰의 설문을 제공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텍스트 기반 리뷰는 소요되는 시간적 노력 때문에 응답자로 

하여금 인지적 부담을 안겨줄 가능성이 높다. 부담을 덜기 위해 리뷰에 

대한 리뷰 의존도와 상품태도, 구매의도에 대한 답변을 각각 한가지 

항목으로 하여 리커트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응답자가 질문의 유사성으로 인해 습관적, 반복적으로 답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Podsakoff et al 2003). 

둘째, 설문지 실험 방법이 실제 온라인 리뷰를 찾아보는 상황과의 

대체가능성이다. 실제 인터넷상 온라인 리뷰와 얼마나 닮았는지 검증하여 

본 실증분석의 타당성은 입증되었다. 특히 실험이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진행되어서 실제 온라인상 리뷰를 보는 듯한 상황에 가까워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그 타당성을 설문을 통해 

입증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리뷰를 보는 상황과는 엄연히 다르다. 실제 

사용자가 어떤 상품을 구매할 필요가 있어 리뷰를 찾아보는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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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가 제공된 상황에는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더불어 본 연구의 실험에서는 온라인 리뷰를 

하나씩 단독으로 제공하였지만 리뷰를 하나만 참고하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이다. 다른 여러 온라인 리뷰를 함께 보게 될 경우에 추가적인 

상호작용효과가 이루어져 다른 결과를 창출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제시하여 유의한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프레이밍 효과는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긍정적인 평가의 리뷰와 부정적인 평가 리뷰를 동시에 보는 상황을 

고려해볼 필요도 있다. 리뷰가 주어지는 상황을 좀 더 복잡하게 설계하면 

한계점을 보완하여 실제와 가까운 상황에서 리뷰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의 성비 균형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 일부가 

연구자 지인의 회사에 배포되었는데 남성이 많은 집단이었다. 이것이 

성비가 조금은 불균형하게 이루어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여성보다 남성 

샘플의 수가 194명이 더 많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성의 샘플을 

모집하여 설문했으면 더 정확한 결과를 창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향후 연구 방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리뷰의 프레이밍이 리뷰 의존도 및 상품태도, 

구매의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살펴보았다. 여기에 직접적인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게 나왔지만 다양한 조절 변수와 비교하여 보면 프레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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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유의하게 나올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상품의 특성과 

소비자의 특성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상호작용효과를 확인해보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조절변수를 포함하여 연구할 경우 각 특성에 따른 온라인 

리뷰의 프레이밍 효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좀 더 구체화된 리뷰 관련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용적 소비맥락에서 부정적인 

프레이밍 리뷰가 효과적으로 나타났을 경우 실용적 소비맥락의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특정 프로모션을 진행할 수 있다. ‘이 상품을 사지 

않았다면 본인에게 닥쳤을 불행에 대한 후기 작성 후 재구매시 50%할인 

혜택’ 등의 프로모션으로 부정적 프레이밍 리뷰의 추가적인 입소문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둘째, 최근 온라인 리뷰뿐만 아니라 모바일 동영상 광고나 배너 광고 등 

다양한 온라인 광고들이 등장하고 있다. 어떠한 특성을 가진 콘텐츠가 

어떠한 특성의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소비자들의 반응을 

최대로 불러일으킬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온라인 리뷰와 달리 모바일 

광고에서는 오히려 혁신성이 높은 소비자들의 반응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추가적으로 온라인 리뷰와 모바일 광고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광고 및 프로모션을 전략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선행연구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현 시장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 인터넷 기반 

광고 및 프로모션 등의 마케팅 효과를 상품의 특성 및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검증한 연구를 바탕으로 기업은 좀 더 세분화된 전략으로 소비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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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소비재의 특성을 추가적으로 세분화하여 온라인 리뷰의 영향을 

검증해볼 수 있다. 단기의 사용으로 소모되어버리는 비내구재(non-durable 

goods)와 장기간 사용하는 내구재(durable goods)로 소비재를 세분화하여 

온라인 리뷰의 영향력을 비교해보는 것이 가능하다. 냉장고나 자동차와 

같이 내구재의 경우, 한 번 구매한 후 오랫동안 사용하기 때문에 상품을 

구매하기 전 다양한 경로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얻어 가장 적합한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을 것이다. 반면 비내구재 상품의 경우 

소모품이기 때문에 정보 탐색의 노력 없이 상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재 내에서도 그 특성을 좀 더 세분화하여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소비재를 대표하기 위해 두 가지 제품군인 운동화와 

향수를 선택하여 설문을 실시하였지만 제품군별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날 수 

있다. 실제 실험에서 두 제품군의 분산분석 결과 리뷰의존도와 

구매의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같은 소비맥락이라고 할지라도 

제품군에 따라 추가적인 온라인 리뷰 영향력의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말한다. 향후 연구에서 제품군별 교차 분석을 통해 온라인 리뷰에 대한 

소비자의 리뷰의존도 및 상품태도, 구매의도 형성에 대한 차이를 

점검해본다면 제품군별 특성도 더불어 추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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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마케팅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권희연이라고 합니다. 

 

본 설문지는 저의 석사 졸업논문인 ‘소비재 온라인 리뷰가 소비자의 리뷰 의존도, 

상품태도,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 대한 설문지 입니다.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블로그나 오픈 마켓에서 리뷰를 찾아 보았던 경험이 있는 분

께서만 설문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문에는 정답이 없으니 모든 문항에 대하여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한 문

장도 빠짐없이 솔직히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 통계적으로 처리될 뿐 다른 용도로 공개되지 않으므

로 안심하시고 솔직하게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귀하의 응답은 연구를 위해 아

주 소중하고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설문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도교수: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주 우 진 

연 구 자: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석사과정 권 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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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브랜드 선호도 

 

1. 가장 선호하는 운동화 브랜드 명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나이키(NIKE)
 

*예시* 

나이키(NIKE) 뉴발란스(NEWBALANCE) 리복(Reebok) 

아디다스(Adidas) 아식스(asics) 오니츠타이거(Onitsukatiger) 

퓨마(PUMA) 해드(HEAD) 휠라(FILA)  

 

귀하께서 응답하신 가장 선호하시는 운동화 브랜드 선호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

당하는 부분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매우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1-1. 나는 다른 브랜드보다 이 브랜드

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다른 브랜드보다 이 브랜드

로 사용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다른 브랜드보다 이 브랜드

로 구매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2. 아식스(asics) 브랜드 선호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부분을 선택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전혀                   매우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2-1. 나는 다른 브랜드보다 이 브랜드

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다른 브랜드보다 이 브랜드

로 사용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다른 브랜드보다 이 브랜드

로 구매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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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프레이밍*실용적 소비맥락(운동화)*최선호 브랜드> 

[상황1] 

귀하는 현재 신고 있는 운동화가 다 닳아서 평소에 신고 다니기 편한 새로운 운동

화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 운동화를 인터넷에 검색하던 중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 운동화와 관련된 한 블로그의 글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운동화 구

입에 대한 상품 후기가 다음과 같을 때 귀하는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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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프레이밍*쾌락적 소비맥락(운동화)*하위선호 브랜드> 

[상황2] 

귀하는 생일을 맞아 기분전환을 위해 새로운 운동화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여러 운

동화를 인터넷에 검색하던 중 아식스(asics)운동화와 관련된 블로그의 글을 발견하

였습니다. 이 운동화 구입에 대한 상품 리뷰가 다음과 같을 때 귀하는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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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프레이밍*쾌락적 소비맥락(향수)*최선호 브랜드> 

[상황3] 

귀하는 생일을 맞아 기분전환을 위해 새로운 향수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

러 향수를 인터넷에 검색하던 중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 향수에 관련된 한 

블로그의 글을 발견했습니다. 이 향수 구입에 대한 상품 리뷰가 담음과 같을 때 귀

하께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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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프레이밍*실용적 소비맥락(향수)*하위선호 브랜드> 

[상황4] 

귀하가 매일같이 사용하던 향수를 거의 다 쓴 상황이라 향수 구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향수를 인터넷에 검색하던 중 한 블로그에서 롤리타

램피카(Lolita Lampicka) 향수와 관련된 글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향수 구입에 대한 

상품 리뷰가 다음과 같을 때 귀하는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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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 온라인 리뷰를 자세히 읽으신 후 솔직하게 답하여 주십시오. 

전혀                   매우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3-1. 위 온라인 리뷰가 나의 상품 

선택에 있어서 유용하다고 생각한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2. 위 온라인 리뷰에 나온 이 상

품이 좋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3. 위 리뷰를 근거로 상품을 구

매할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Ⅱ. 인터넷 사용 정도 

 

4-1. 하루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은 어떻게 되십니까(컴퓨터가 아닌 인터넷 이용시간) 

이용하지 않
 

① 이용하지 않음 ② 1시간 미만 ③ 1시간~2시간 ④ 2시간~3시간  

⑤ 3시간~4시간 ⑥ 4시간~5시간 ⑦ 5시간 이상 

전혀                   매우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4-2. 나는 평소에 인터넷 사용을 많이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3. 나는 평소에 인터넷을 통해 상품 

검색을 많이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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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소비자 혁신성 

전혀                   매우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5-1. 특정한 식품을 고를 때 다양한 맛

이 있어도 나는 늘 먹는 같은 맛을 선

택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5-2. 내가 새로운 브랜드가 진열된 것

을 보았을 때 나는 그것을 한번 시도해

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5-3. 난 새롭고 혹은 기존과 다른 제품

을 써보는 것에 호기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5-4. 내가 레스토랑에 가면 내가 약속

한 음식을 주문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5-5. 나는 성능이 어떨지 확신하지 못

하는 브랜드는 좀처럼 사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5-6. 잘 모르는 브랜드보다는 내가 평

소에 사는 브랜드를 늘 이용하는 편이

다 

① ② ③ ④ ⑤ 

5-7. 나는 보통 규칙적으로 같은 종류

의 음식을 먹는다 
① ② ③ ④ ⑤ 

5-8. 내가 어떤 브랜드를 좋아한다면 

나는 좀처럼 그 브랜드 말고 다른 브랜

드를 시도해 보려고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5-9. 나는 내 구매의 다양성을 위해서 

익숙하지 않은 브랜드를 사는 기회를 

즐긴다 

① ② ③ ④ ⑤ 

5-10. 나는 내 자신이 브랜드 충성자

(brand-loyal consumer)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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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인구통계 

 

6.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 

② 여 

 

7.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20~29세 

② 30~39세 

③ 40세 이상 

④ 50세 이상 

 

8.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대학/대학원생 

② 회사원 

③ 주부 

④ 기타 

 

9.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고등학교 졸업 

② 대학(원) 재학 

③ 대학(원) 졸업 

④ 기타 

 

10. 귀하의 가계 소득은 (1년 평균) 얼마나 되십니까? 

① 2000만원 미만 

② 2000-5000만원 미만 

③ 5000-8000만원 미만 

④ 8000-1억원 미만 

⑤ 1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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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타당성 

전혀                   매우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11. 위 온라인 리뷰가 실제 인터넷상 

의 블로그에 등장하는 리뷰와 얼마나 

닮았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상품 사지 않았을 때       상품 샀을 때 

손실                        이익 

12. 본 리뷰를 통해 상품을 사지 

않았을 때 얻는 손실에 대한 정보

를 얻을 수 있었습니까? 상품을 샀

을 때 얻는 장점에 대한 정보를 얻

을 수 있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필요                 감각적 즐거움 

13. 제시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봤을 때 리뷰에 등장하는 상품(운

동화/향수)이 나의 필요에 의한 것

입니까? 나의 감각적 즐거움을 위

한 것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6 

Abstract 

 

A study of the effects of consumer goods’ 

online reviews on review reliance, attitude 

toward product, and purchase intention 
  

-Focusing on the framing effect of reviews & product and 

consumer characteristics-  

 

Hee Yeon Kwon 

Business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s consumers ’ reliance on online consumer 

reviews and their influence on purchase choice of consumer goods. 

In the past, consumers made purchase decisions only based on 

information from mass media and word-of-mouth communications 

with people near them. However, mass media advertisements fail to 

provide consumers with information that they often want, namely the 

detailed first-hand information without any overstatement. This is a 

key reason why consumers are casting doubt on reliabili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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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itional advertisements, and more and more consumers are 

currently turning their attention to online reviews in order to get 

reliable and detailed information on products they intend to purchase. 

According to a survey by Trend Monitor(2012), 73.8% of consumers 

trust online review over advertisement, and 79% of consumers search 

for the product before their purchase. 

Consumers tend to make self-directed purchase decision among 

extensive amount of information diffusion. Some firms try to take 

advantage of promotion effect by encouraging consumers to write 

product reviews on blogs or SNS. For example, Heineken and Coca-

Cola actually created a new message and value by letting consumers 

participate on their product development process. Brand loyalty can be 

built on consumers who had been involved in these participation events. 

Moreover, client participation increases the consumers ’  product 

buying rates and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ir post-purchase 

behaviors. 

This study examines the role of online review as a meaningful factor 

that has effects on review reliance, attitude toward product, and 

purchase intention, and shows that the effects are affected by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view itself, as well as product and consu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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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In addition, the study shows the impact of the framing 

effect on consumers’ purchasing decision, by comparing a review that 

discusses the advantages given by purchasing a specific product 

against another review that deals with disadvantages given by not 

purchasing the product. Finally, this study extends an existing study on 

digital products to the consumer product context, demonstrating that 

consumers depend more on online reviews when on utilitarian product 

consumption over hedonic digital consumption. 

Other review-related factors that may affect consumers’  post 

purchase behavior have also taken into accoun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ifferences in consumers’ review reliance, attitude 

toward product, and purchase intentions after they are given either a 

product review of their most preferred brand or a product review of 

their least preferred brand. Possible effects of consumers’ internet 

usage and innovativeness on review reliance, attitude toward product, 

and purchase intention are also addressed in the study. 

This study collected 722 samples of consumers who had prior 

experiences on searching online reviews before purchasing products. 

Results of robust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all factors except 

framing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related with review re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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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over, the results showed that the consumption context and 

innovativeness level’s effect on attitude toward product is significant. 

Lastly, the internet usage and innovativeness level of consumers 

significantly influenced purchase intention. 

The author found that (1) reviews are overwhelmingly positive 

regardless of its positive or negative frame; (2) for most samples in 

the study, the impact of online reviews is greater on utilitarian 

consumption than hedonic consumption; (3) evidence from sample data 

suggests that customers depend more on reviews when the review is 

about their most preferred brands; (4) an increase in the internet 

usage level leads to an increase in the review reliance and purchase 

intention; and (5) online reviews have a greater effect on purchase 

intention when the consumer is less innovative. 

In managerial perspective, this research shows the importance of 

online reviews on consumer goods as well as importance of securing 

dependability of reviews. The study suggests that firms would need to 

take consumers ’  own characteristics into account when they 

establish marketing strategies via online reviews. The proposed model 

contributes theoretically by providing a better understanding on online 

review reliance and purchase decision making with additional 



 

 90 

information about consumers’  characteristics, helping researchers 

with a more accurate prediction of effect on online reviews. 

 

 

 

Keywords : online review, framing effect, consumption context, brand 

preference, internet usage level, innovativeness  

Student Number : 2012-2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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