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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e to the advance of various social network system platform,

consumers come to share lots of information about products and

brands online, and it helps consumers obtain unbiased information and

consume products wisely.

By examining the influence of self-congruency on electronic

word-of-mouth(which is known as e-WOM), At this point, this study

suggests higher motives for e-WOM. Also, this study examines that

perceived social enhancement can function as a mediating variable,

and sets self-monitoring and tie strength on SNS as a moderating

variable to find specific relationship between self-congruency and

e-WOM intentions.

In this study, self-congruency is measured by subdividing into 5

sets. The first self-congruency is measured by direct 5 questions



about self-congruency, and other 4 types of self-congruency are

measured by asking both self-image and brand personality and

calculating the difference. The second self-congruency is actual

self-congruency, the third one is ideal self-congruency, the fourth one

is social self-congruency, and the last one is ideal social

self-congruency.

The followings are the findings of this study.

First, the effect of self-congruency in e-WOM intentions is

significant. The effect of directly measured self-congruency is

positively significant. When self-congruency is measured by absolute

difference model, all self-congruency is significant except the social

self-congruency.

Second, self-congruency has positively significant effect in

perceived social enhancement. Except social self-congruency, the

effect of actual, ideal and ideal social self-congruency in perceived

social enhancement is positively significant.

Third, ideal social self-congruency which is related to the desire to

gain favor with others motivates the highest level of e-WOM among

4 types of self-congruency. This finding provides a basis that

consumers spread the information about brand to express or enhance

their self-image through online communication.

Fourth, perceived social enhancement has positively significant

influence on e-WOM intention. Knowing from this, both

self-congruency and perceived social enhancement are motives for

e-WOM. Also, perceived social enhancement mediates relationship

between self-congruency and e-WOM intentions. This is also



different according to how to measure self-congruency. In the case of

measuring self-congruency directly, perceived social enhancement acts

as a partial mediating variable, but in the case of actual, ideal, and

ideal social self-congruency, it acts as a perfect mediating variable.

Fifth, both tie strength on SNS and self-monitoring are not

significant as a moderating variable, but high self-monitoring group

shows higher R2 and β coefficient in the simple regression model

than low self-monitoring group does.

………………………………………

keywords : Self-image, Self-congruency, e-WOM,

Perceived social enhancement, self-monitoring, tie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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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스마트폰의 보급과 다양한 SNS 플랫폼의 발달로 인해, 소비자들은

상품 및 브랜드에 관한 많은 정보를 온라인에서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

다. 이러한 인터넷의 발달은 소비자로 하여금 온라인 구전을 통해, 편파

적이지 않은 상품의 정보를 다른 소비자들과 주고 받아 소비를 할 수 있

도록 하였으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적은 온라인 구전의 특성은 마케

팅 연구자와 실무자들에게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Thorsten

hennig-Thurau et al. 2004).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2013 SNS 이용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중 20대의 61%가 SNS를 이용한다고 답했으며, 전체 SNS 사용

자의 하루 평균 SNS이용량이 73.2분으로 통화사용, 문자사용, 메신저 사

용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였다. 20대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SNS는 페이스북(38.9%)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많인 기업들이 상품, 브랜

드,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와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 페이스북을 사용하

고 있다(최은영, 2012). 왜냐하면 페이스북의 정보 노출효과는 매우 지대

한데, 페이스북 상의 정보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볼 수 있으며, 기업

페이스북 페이지의 친구 개념인 팬이 남기거나 남겨진 것은 그 팬의 친

구들까지도 볼 수 있다. 또한 페이지의 담벼락 글은 전체 쪽지처럼 팬들

의 담벼락에 남겨진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많은 기업들은 페이스북 게

시물의 좋아요를 늘리려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요즘 대부분의

브랜드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마케팅 및 광고를 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은 기업의 광고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



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타겟 광고에 대한 무관심

을 극복하려고 마케터들은 브랜드와 제품에 대해 긍정적으로 온라인 구

전을 전파시켜줄 만족한 소비자를 모집하기도 한다(Voight J, 2007). 이

러한 이유로 온라인 구전을 하려는 소비자의 내재된 의도를 파악하고 이

에 맞는 마케팅 활동을 하는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기존 온라인 구전

의 의도에 관한 연구는 주로 동기나 효용을 살펴보는 탐색적 연구가 많

았으며(Thorsten Hennig-Thurau et.al, 2004; Christy M.K. Cheung and

Matthew K.O. Lee, 2012; Srini S. Srinivasan, 2002) 소비자의 특성이

아닌 기업이나 정보의 특성에 초점이 맞추어진 경우가 많았다. 특히 소

비자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자아개념과 온라인 구전을 함께 연구하

는 연구가 많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브랜드 개성과 자아이미지 일치성, 즉 자아일

치도가 온라인 구전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온라인

구전의 상위동기를 살펴보고, 지각된 사회적 고양감을 매개변수로 삼고

자기 감시성, SNS상의 유대관계를 조절변수로 삼아 온라인 구전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해 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일치도가 온라인 구전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보고자 한다.

둘째, 자아이미지를 실제적 자아이미지(Actual self-image), 이상적 자

아이미지(Ideal self-image), 사회적 자아이미지(Social self-image), 이상

적 사회적 자아이미지(Ideal Social self-image)로 4가지 변수로 나눠서

살펴보고, 어떠한 변수가 온라인 구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알

아보고자 한다.



셋째, 자아일치도가 온라인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변수

로 지각된 사회적 고양감을 이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넷째, 자기감시성과 SNS유대관계를 조절변수로 삼고, 이의 조절효과

를 규명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기존 문헌 분석을 통해 자아일치도의 영향과 온라인 구전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자아일치도가 온라인 구전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실증적 가설 검증을 통

해 그 관계를 밝힐 것이다.

자아이미지 변수의 경우 Sirgy(1982)의 기준에 따라 실제적 자아이미

지, 이상적 자아이미지, 사회적 자아이미지, 이상적 사회적 자아이미지로

나누어 각각의 자아이미지와 브랜드 개성의 일치 정도가 온라인 구전의

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할 것이다.

또한, 자아일치도가 온라인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변수

로 지각된 사회적 고양감을 두고 매개효과를 살펴볼 것이다.

브랜드 개성 및 자아이미지는 Aaker(1997)가 제시한 5가지 차원과 박

주영 외(2001)의 연구에서 사용한 세부변수를 추가하여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변수를 조정하여 사용하였다. 지각된 사회적 고양감은 이인성 외

(2008)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온라인 구전 의도는 페이

스북상의 정보의 송수신을 바탕으로 측정하였으며, 자기감시성은

Synder(1979)가 개발하였으며, 장준수 외(2011), 양윤 외(2004)의 연구에

서도 쓰인 18가지의 항목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SNS 유대강도

의 경우 정지은 외(2012)연구에서 Frenzen and Nakamoto(1993)의 척도



를 토대로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설문지를 통해 응답을 수집하였으며, 수집 대상은 103명

의 20~30대의 성인 남녀이다. 실증분석에서는 신뢰성 분석을 위해 알파

계수 분석을 사용하였으며, CFA(Confirmatory Factor Analysis)를 통해

브랜드 개성의 분류 차원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자아일치성 점수

와 온라인 구전의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과 ANOVA를 시행하였다. 통계패키지는 SPSS

20을 사용하였다.

2.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있다. 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밝히고, 개략적인 연구의 방법과 구성을 설명하였으며, 2장 이론

적 논의에서는 브랜드 개성, 자아이미지, 자아일치도, 온라인 구전의도,

자기감시성, SNS 유대강도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3장 연구

설계 및 분석방법에서는 2장의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연구 모형을 설정

하고, 이를 토대로 가설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설

문지 구성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 4장 실증분석 및 결과해석에서는 연구

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해석하였으며, 가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마지막 5장 결론에서는 연구결과의 요약, 연구의의 및 시사점, 그리고 한

계와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브랜드 개성의 의미

브랜드 개성이란 하나의 브랜드와 연관된 인간적 특성의 총체를 의미

한다(Aaker, 1997). 즉, 브랜드가 고객의 마음속에 어떤 유형의 성격(개



성)을 가진 것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브랜드 개성이다(이재홍, 2005).

브랜드 개성은 그 브랜드의 주 사용자의 이미지, 그 기업의 이미지, 그

브랜드의 광고모델 이미지 등으로부터 형성될 수 있다(이학식 외, 2010,

p.325). Aaker(1997)는 이러한 브랜드 개성의 차원을 진실성, 흥미로움,

강인함, 유능함, 세련됨의 5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제 2 절 자아이미지의 의미와 유형

1. 자아이미지의 의미

자아이미지는 자아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아개념은 개인이 사

회적으로 결정된 준거 체계에 따라 자신에 대하여 갖는 지각으로 정의될

수 있다. 즉 사람들은 자신이 어떠한 신체적 특성을 지녔으며 성격, 습

관, 가치관, 능력 등을 가졌다는 식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개념 혹은 이

미지를 가지게 되는데 이것이 자아개념 혹은 자아이미지이다(이학식 외,

2010, p.326). 처음 자아개념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자기자신에 대한 인

식만을 나타내는 하나의 구성요소만을 가진 변수라고 생각되었다. 이 후

Sirgy(1982)는 특정한 자아이미지와 관련된 가치의 정도를 나타내는 자

아이미지 가치와 자아이미지와 관련된 신념이나 인식 정도를 나타내는

자아이미지 신념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점차 자아이미지는 하나 이상

의 구성요소를 가진 것으로 연구되었다.

2. 자아이미지의 유형

Sirgy(1982)는 실제적 자아이미지, 이상적 자아이미지, 사회적 자아이

미지, 이상적 사회적 자아이미지의 4가지로 자아이미지를 나누어 연구하

였다. ‘실제적 자아이미지’는 자기자신에 대한 인식으로 실제자아, 기본적

자아라고 불리는 이미지이다. 실제적 자아이미지와 제품이미지의 일치성

이 제품 선호, 구매의도, 제품 사용, 충성도 등에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는 사실은 많은 연구에 의해 밝혀졌다. ‘이상적 자기 이미지’는 이상적



자아, 바람직한 자아라고 불리는 한 개인이 되고 싶어하는 이미지이다.

사회적 자아이미지는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 갖고 있다고 믿는 이미지

이며, 이상적 사회적 자아이미지는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 가졌으면

하는 이미지를 의미한다. 위의 4가지 자아이미지와 제품이미지의 일치성

이 제품선호, 구매의도, 충성도 등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실제적

자아이미지, 이상적 자아이미지, 이상적 사회적자아이미지 순으로 큰 것

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자아이미지는 그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Sirgy, 1982).

3. 자아이미지의 중요성

Edward L. Grubb(1976)은 사람들은 누구나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으

며, 이러한 자아개념이 개인에게 가치를 주고 이를 강화하도록 행동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소비행동은 상징적 제품의 소비를

통해 자아개념을 강화시키려는 방향으로 일어날 수 있다. 즉, 자아이미지

와 브랜드나 제품의 이미지가 일치할 경우 소비가 더 많이 일어나며, 자

신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시켜주는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Sirgy, 1982). 실제로 특정대상에 대하여 개인이 자아개

념과 연결되어 있다고 지각하는 자아연결감과 특정대상을 통하여 자아개

념이 사회적으로 고양될 수 있다고 지각되는 정도인 사회적 고양감이 브

랜드와 감정적 애착을 형성하며 이는 추천의도와 재구매 의도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이인성 외, 2008).

제 3 절 자아일치도에 대한 고찰

1. 자아일치도의 의미

자아일치도은 소비자의 자아이미지와 제품/브랜드의 이미지 또는 개

성간의 일치하는 정도를 의미한다(Mowen & Minor 1998; 이재홍 2005

재인용). 소비자들은 각자 자신의 자아개념을 갖고 있고, 그러한 자아개



념은 가치를 주기 때문에 개인은 자아개념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개인의

자아개념은 가깝고도, 중요한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며, 상

징성이 있는 제품을 소비하고 사용함으로써 중요한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며 자아개념을 강화하고자 한다(Edward L. Grubb, 1976). 그렇기 때문

에, 어떠한 제품의 이미지를 심리적으로 비교하여서, 특정 제품의 이미지

가 자아개념과 동일할 때에 높은 자아 일치성을 지각하고, 그 제품을 긍

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Sirgy, 1982). Sirgy(1982)는 자아일치

도를 4가지로 분류하였다. 긍정적 자아일치, 긍정적 자아불일치, 부정적

자아일치, 부정적 자아불일치로 나누어 각각의 상황이 구매동기에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긍정적 자아일치는 긍정적인 제품이미지

와 긍정적인 자아이미지지사이의 비교이고 긍정적 자아불일치는 긍정적

인 제품이미지와 부정적 자아이미지와의 비교이며, 부정적 자아일치는

부정적 제품이미지와 부정적 자아이미지와의 비교이고 부정적 자아불일

치는 부정적 제품이미지와 긍정적 자아이미지의 비교이다. 긍정적 자아

일치가 제품 구매동기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쳤으며, 긍정적 자아불일치,

부정적 자아일치, 부정적 자아불일치 순으로 그 뒤를 따랐다.

2. 자아일치도 관한 연구

많은 자아이미지와 관련된 연구들은 자아개념이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위주로 연구되어 왔다(Edward L. Grubb, 1976). 특히 자아일치도

가 브랜드 선호도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연구가 많이 진행

되어 왔다(이인성 외, 2008; 정병국, 2009; 장준수 외, 2011; 박주영 외,

2001). 일반적으로 자아일치도는 브랜드 선호 및 구매의도에 정(+)의 영

향을 미친다(정병국, 2009). 또한 제품이 자아개념과 비슷한 정도를 보여

주는 지각된 자아 연결감과 제품이 자아개념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정도

를 나타내는 지각된 사회적 고양감이 브랜드와 감정적 애착을 형성하게

하여, 추천의도와 재구매 의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이인성 외,

2008). 역으로, 선호되는 제품의 경우 자아이미지와 제품이미지가 일치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Ira J. Dolch, 1969). 선호도뿐만 아

니라, 사회적으로 소비되는 제품일수록 자아이미지와 제품이미지의 일치

성이 높게 나타났다(Ira J. Dolch, 1969). 이는, 상징적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자아개념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Edward L. Grubb, 1976), 사회

적으로 소비될 경우 상징성이 부각 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 동안 자아이미지 관련 연구에서 쓰인 조절 변수로는 자기감시성과

제품 유형-상징적/실용적(장준수 외, 2011), 제품에 대한 태도-쾌락적/실

용적(박주영 외, 2001), 제품의 과시성, 사회계급, 성별, 제품의 개성 등이

있었다. 이중에 상징적, 실용적 과시적 등 제품 유형은 조절변수로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준수 외, 2011; Sirgy, 1982). 이

에 비해, IRA J. DOLICH(1969)의 연구에서는 사회적으로 소비되는 제품

과 개인적으로 소비되는 제품간에 자아이미지 일치 정도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품 자체의 유형보다 제품이 사용되는 시점

및 보여지는 시점이 더 유의한 조절변수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하

지만, 오늘날은 인터넷 및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각종 제품에 대해 모두

들 자신의 의견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Christy M.K.

Cheung, 2012) 따라서 사적으로 소비되던 제품들도 공적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절변수가 온라인 상에서도 동일하게 작용될지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브랜드-자아이미지 일치성이 구매의도 바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자기감시성이 조절변수로 작용하였다. 자기감시성이 높

은 소비자의 경우 브랜드-자아이미지 일치성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장준수 외, 2011)



제 4 절 온라인 구전의도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온라인 구전의도의 의미

온라인 구전(eWOM)이란, 소비자들이 SNS상에서 제품, 서비스, 회사

혹은 브랜드 선호에 대해 말하거나 인터넷에서 그들의 친구나 친척에게

프로모션 메시지를 전하는 행위를 말한다(Hongwei Yang, 2013). 오늘날

의 소비자들은 보다 신뢰성이 있는 채널을 통해 획득한 정보에 의존하여

구매를 결정하기에 구전마케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조승호, 2013).

2. 온라인 구전의도에 관한 연구

기존의 온라인 구전에 관한 연구에서 쓰인 온라인 구전의 독립변수로

는 소비자 충성도와 시장전문성, SNS 사용시간, 소속감, 자기 고양 정도,

사회적 이익, 경제적 이익, 이타심 등이 있었다(Sanjit Kumar Roy, 2009;

Hongwei, 2013; Thorsten et. Al, 2004; Christy M.K Cheung, Mattew

K.O. Lee, 2012). C.M.K Cheung(2012)의 연구에 따르면, 명성, 도덕적

의무, 화답, 지식, 자기 효용감, 소속감 중에 소속감이 온라인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컸으며, 도덕적 의무, 명성 순으로 큰 영향을 끼쳤

다.

기존 온라인 구전에 관한 연구에서는 고객 충성도가 온라인 구전의도

에 영향을 미치며, 바이럴 마케팅에 대한 태도, 메시지를 전달할 때 느끼

는 기쁨, 회사를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 SNS사용시간, 시장전문성

(market mavenism)등이 온라인 구전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Hongwei Yang, 2013; Sanjit Kumar Roy, et al, 2009). 뿐만 아니

라, 온라인 구전의 개인적인 효용으로는 이타심, 권력의 행사, 경제적 보

상, 자기고양 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Thorsten Hennig-Thurau et

al, 2004). 이것으로 보아 온라인 구전의 행위를 통해 개인은 심리적 이



익으로 긍정적 자기고양의 효용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 온라인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조절변수나 매개변수를 두지

않는 편이었다. 대부분이 탐색적 연구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Sanjit

Kumar Roy(2009)는 제품/브랜드에 대한 호의적 태도가 형성하는 충성

도, 구매의도나 구전의도를 나타내는 능동적 충성도, 그리고 실제 구매를

하는 행동적 충성도가 온라인 구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의사전달자의 심리적 이익을 뜻하는 긍정적 자기고양이나, 명성이 온라

인 구전의 동기가 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온라인 구전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Jonah berger, 2013).

제 5 절 자기감시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자기 감시성은 자기 관찰(Self-observation), 사회적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상황적 단서에 의한 자기 통제(Self-control)를 의미한다. 개인이 그

들의 감정적인 경험과 표현이 사회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배우면, 그들은

자기표현 행동을 감시한다. 자기감시성의 목표는 실제 감정과 맞지 않는

자신의 임의 감정상태를 정확하게 소통하고자 하고, 사회적으로 부적절

한 감정은 숨기고자 하는 등의 목표를 가진다(Snyder, 1974). 자기 감시

성(Self-monitoring)이 높은 사람은 사회적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표현과

자기 설명에 있어 민감한 사람이며, 이러한 단서들을 자기 표현을 모니

터 하는데 가이드라인으로 사용한다. 반면 자기 감시성이 낮은 사람은

그의 자기표현에 대한 적합성에 관심이 적으며, 다른 사람의 표현에도

주의를 적게 기울이며, 자기 감시나 자기 표현의 통제가 더 적은 범위에

서 행해진다. 이들의 자기 표현은 사회적이고 대인적인 적합성보다는 자

기 자신의 경험 내부로부터 통제되는 것으로 보였다(Snyder, 1974). 자기

감시성은 개인의 행동이 사회적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정도로 자기

감시성이 높은 소비자들은 사회적으로 적합한 행동을 판단하는데 유일한

상황적 단서를 기준 삼아 자신의 행위 또는 자기 표현 방식을 통제하는



경향이 있다(장준수 외, 2011). 양윤, 서윤정(2004)의 연구에 따르면, 제품

군에 관계없이, 자기감시가 높은 소비자들은 낮은 소비자들에 비해 자기

일치성이 높은 경우 해당 상표를 더 선호하였지만, 자기감시가 낮은 소

비자들의 경우에는 자기 일치성 효과가 없었다. 또한, 자기 감시성이 낮

은 소비자들에 비해 자기 감시성이 높은 소비자들에게서 자아 일치성 수

준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 자기 감시성이 높은 소

비자들이 자신의 자아이미지를 사회적 사회작용과정에서 타인들에게 전

달하기 위해 브랜드 개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을 알 수 있다. 자기 감시

성이 높은 소비자들에게서 자아일치성 수준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자신의 자아이미지를 사회적 사회작용과정에서

타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브랜드 개성을 적극 사용하기 때문이다(장준

수 외, 2011).

제 6 절 SNS내 유대강도

유대강도란 구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서 네트워크 내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 강도로 정의할 수 있다(이세진

외, 2012). 전달자와 수신자의 유대강도는 구전의도 및 효과에 영향을 미

친다(류강석 외 2004; 김재휘 외, 2006). 사람들은 약한 유대관계보다는

강한 유대관계일 때 더 높은 (재)구전의도를 보인다(류강석 외, 2004; 정

지은 외, 2012). 송기은과 황선진(2013)의 연구에서는,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 중의 연결성이 높을수록 패션정보 확산성과인 정보재생산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또한 SNS 내 유대강도와 구전 메시지의 속

성, 제품에 대한 관여도는 구전의도에 대해 상호작용 효과가 있다. 유대

강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관여도에 상관없이 평가적 속성의 메시지가 구

전의도에 효과적이지만, 낮은 환경에서는 관여도에 따라 효과적인 메시

지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적 네트워크의 유대강도가 강한

페이스북 상에서는 평가적 정보가 수용의도, 구매의도 모두에 효과적이

었다(이세진 외, 2012).



제 3 장. 연구 설계 및 분석 방법

제 1절 연구 모형 및 가설 설정

1. 연구모형

연구 모형은 선행연구의 고찰을 토대로 실증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자아일치도이며, 종속변

수는 온라인 구전의도 이다. 지각된 사회적 고양감이 매개변수로서 투입

되었고, 자기감시성과 SNS상의 유대강도가 조절변수로 설정되었다. 자

기감시성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자기 감시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분류해서 살펴보았다.

직접적 자아일치도

지각된 
사회적 고양감

온라인 
구전의도

실제적 자아일치도

이상적 자아일치도

사회적 자아일치도

이상적 사회적 자아일치도

자기감시성

SNS
유대강도



2. 가설의 설정

1) 자아일치도가 온라인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

브랜드 개성은 소비자로 하여금 그 브랜드의 사용을 통해 자신의 자

아를 표현할 수 있게 만든다(Kleine, Kleine, and Kernan 1993; Aaker

1997 재인용). 따라서 소비자들은 자신의 긍정적인 자아이미지를 강화시

키고, 이상적인 자아이미지를 갖기 위해 자아이미지와 일치하는 제품을

소비하게 된다(Sirgy 1982). 브랜드 이미지와 자아이미지가 일치할 경우

에 브랜드 선호도와 구매의도가 높아지며(정병국, 2009), 브랜드개성과

자아이미지가 일치도는 추천의도와 재구매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 또한 제품이 자아개념과 비슷하거나 그 제품의 사용이 자아개념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경우 소비자들은 브랜드에 감정적 애착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감정적 애착은 다시 추천의도와 재구매 의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이인성 외, 2008).온라인 구전은 전통적인 구전과 개념적

으로 가깝기 때문에 전통적인 구전에 대한 연구에서 밝혀진 구전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온라인 구전에서도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

상될 수 있다(Thorsten hennig-thurau 외, 2004). Sundaram 외(1998)는

긍정적 구전 요인으로 이타심, 제품관여도, 자기고양, 회사를 돕고자 하

는 마음, 부정적 구전요인으로 이타심, 인지재구성, 복수, 의견추구이라는

8가지 구전요인을 밝혔다. 이어 Thorsten hennig-thurau(2004)는 구전의

도에 자기고양이 있다는 맥락에서 온라인 구전의도로 승인 효용

(Approval utility)이 있으며, 이는 일종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충족

될 수 있는 자아 표현과 관련된 소비자 욕구라고 주장하였다. 즉 타인에

의해서 읽혀지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은 소비자의 자아 개념에 중요한

사회적 지위의 신호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는 온라인 커뮤

니케이션을 통해 자아개념을 표현하거나 강화시키려는 행위를 할 수 있

을 것이며, 브랜드 개성이 자기 이미지와 비슷한 경우 이러한 행위가 더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자아일치도는 온라인 구전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

다.

또한, 자아이미지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각각의 자아이미

지와 브랜드 개성이 일치하는 정도가 지각된 사회적 고양감에 미치는 영

향의 차이를 밝히고, 이것이 온라인 구전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를 알아보고자 한다. Sirgy(1982)의 분류에 따른 4가지 자아이미지의 일

치성이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그 정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적 자아이미지와 이상적 자아이미지가 제품 선호, 소비자 충성도 등

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 또한 Sirgy(1982)는 자아 일치성의 유형에

따라 구매 동기에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히며, 자아이미지가 제

품이미지와 긍정적으로 일치하는 경우 제품 구매동기가 가장 크게 나타

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따라서 자아이미지 유형에 따라 영향력이 다를

가능성을 고려하여 자아이미지를 유형에 따라 나누어 보았다. 또한

Edward L. Grubb(1976)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자아

개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소비하고 행동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아이미

지와 일치하는 브랜드에 더욱 사회적 고양감을 지각할 가능성이 있을 것

이다. 따라서 자아일치도가 온라인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지각된 사

회적 고양감이 매개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가설 2> 자아일치도가 지각된 사회적 고양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실제적 자아일치도가 지각된 사회적 고양감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이상적 자아일치도가 지각된 사회적 고양감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사회적 자아일치도가 지각된 사회적 고양감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2-4> 이상적 사회적 자아일치도가 지각된 사회적 고양감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구전의 개인적인 효용으로 이타심, 경제적 보상

외에도 자기고양이 있다(Thorsten Hennig-Thurau et al, 2004). 또한 의

사전달자의 심리적 이익을 뜻하는 긍정적 자기고양이나, 명성 또한 온라

인 구전의 동기로 제시 되었다(Jonah berger, 2013). 이것으로 보아 온라

인 구전의 행위를 통해 개인은 심리적 이익으로 긍정적 자기고양의 효용

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아 일치도로 인한 지

각된 사회적 고양감이 온라인 구전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알

아보고자 한다.

<가설 3> 지각된 사회적 고양감이 온라인 구전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지각된 사회적 고양감은 자아일치도가 SNS구전의도에 미치

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2) 자기감시성의 조절효과

자아일치도가 소비자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변수로는 소비자

성격, 사회적 계급, 제품 과시성 등의 조절변수들이 주로 연구되어왔다

(Sirgy 1985). 박주영 외(2001)의 연구에서는 제품에 대한 태도를 조절변

수로 두었다. 제품의 대한 태도를 실용적, 쾌락적으로 나누어 자아일치성

이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쾌락적인 가치가 큰 소

비자의 경우 자아일치성이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품유형이 실용적인 제품인지, 상징적인 제품인지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장준수 외, 2011), 제품의 과시성 또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Sirgy, 1982).

자기감시성은 많은 연구에서 자아일치도가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

향을 조절하는 변수로 많이 사용되어왔다(장준수 외 2011;양윤, 서윤정

2004; 이재홍 2005). 자기감시성이 높은 집단의 경우 자아일치도가 브랜

드에 대한 소비자 태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더 강한 영향을 받는다(이

재홍, 2005). 자기감시성이 높은 사람은 사회적 상황에서 자기 표현에 타

인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자기감시나 자기 표현의 통제를 많이 하

는 경향이 있다(Synder 1974). 그렇기 때문에 자기감시성이 높은 집단의

경우 자아일치도가 높은 상표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구매의도 또

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자기감시성이 낮은 집단의 경우에

는 자아이미지 일치성의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양윤, 서윤정

2004). 따라서 자아일치도가 온라인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변수로 자기감시성을 설정하였다.

<가설 5> 자기감시성이 높을수록 자아일치도가 온라인 구전의도에 미치

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다.

3) SNS상 유대강도의 조절효과

온라인 구전의도 동기에서 소속감이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

(C.M.K Cheung 2012). 따라서 온라인 상에서 소속집단이나 준거집단 혹

은 팔로워나 팬들과의 관계가 온라인 구전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정보 전달자와 수신자의 유대강도는 구전의도와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한 유대관계일 때 더 높은 구전의도

가 나타난다(류강석 외, 2004; 정지은 외, 2012). 또한 강한 유대관계일

때에는 정보확산과 재생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수용의도 및 구매의

도에 모두 효과적으로 작용 한다(송기은, 황선진 2013; 이세진 외, 2012).

따라서 자아 일치성이 온라인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SNS상의 유대

강도가 조절변수의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 브랜드는 나랑 잘 어울릴 것 같다.

이 브랜드는 내가 누구인지를 잘 반영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나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사람들은 이 브랜드를 이용할 것이다.

이 브랜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나와 매우 비슷한 것 같다.

이 브랜드는 나의 이미지를 비춰줄 것 같다.

<가설 6> SNS상의 유대강도가 강할수록 자아일치도가 온라인 구전의

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질 것이다.

제 2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설문지 구성

1. 자아일치도(Self-congruity)

자아일치도를 측정하는 모델에는 Aaker(1997)가 제시한 브랜드 개성

차원과 자아이미지에 대한 점수를 매기고 그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

으며, 이 방법은 단순차이모델, 절대 차이모델, 유클리드 거리모델 등 다

양하게 제시되고 있다(박주영 외, 2001). 이 방법은 Q-sort와 의미변별

척도법을 통해 브랜드점수와 자아이미지 점수를 매기고 그와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일치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자아일치

도를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있다(장준수 외, 2011). 직접적 자아일치

도 측정 질문은 다음과 같다.

<표 3-1> 직접적 자아일치도 측정항목

이 측정방법은 위와 같은 질문에 동의하는 정도를 리커트 척도로 측

정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해당브랜드와 소비자의 자아이미지



ü성실성(Sincerity)
건전한/정직한/소박한/현실적인/활기를 주

는

ü활달함(Excitement)
대담한/활발한/상상력 풍부한/최신의/흥

미로운/생기 있는/독특한

가 일치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직접적 일치성 측정방법은 소비

자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대안의 선택 및 평가에서 항상 여러 브랜드 개성

차원들을 모두 고려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자아 일치성을

보다 잘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장준수 외(2011)-재인용).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직접적 일치성 측정방법뿐 만 아니라, 첫 번째 방법에 따

라 브랜드 개성과 자아이미지를 각각 측정하여 그 절대적인 차이를 계산

하는 절대차이모델을 사용하였다. 이 모델은 타 모델에 비해 계산이 간

편한데도 불구하고 베타 계수가 높으며, 유클리디안 거리 모델과도 예측

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Sirgy, 1982).

여기서

Sij=개인(j)의 자아이미지(i)

Pij=개인(j)의 제품/브랜드 이미지(i) 이다.

브랜드 개성 및 자아이미지는 Aaker(1997)가 제시한 5가지 차원을 바

탕으로 진실성, 활달함, 유능함, 세련됨, 강인함을 요인을 바탕으로 세부

변수들은 박주영 외(2001)의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들까지 추가하여 측정

하였다. 측정변수는 다음과 같다.

<표 3-2> 브랜드 개성 측정변수



ü유능함(Competence)
성공지향적인/유능한/지도력 있는/전문적

인/똑똑한/신뢰가 가는

ü세련됨

(Sophistication)
상류층인/매력적인/매혹적인

ü강인함(Ruggedness)
터프한/남성다운/강인한/옥외생활을 좋아하

는

직접적 일치성 측정방법을 위해서는 장준수 외(2011)의 연구에서 사용

한 브랜드-자아이미지의 일치성에 관한 측정 항목을 사용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제품 유형은 조절 변수로 역할을 거의 못 하는 것으로

밝혀졌지만(장준수 외, 2001; Sirgy, 1982), 소비자가 제품이나 브랜드를

상징적으로 소비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가시성, 제품간의 차별성, 개성화

가능성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Holman 1981; 박주영 외 2001 재인

용), 연구 제품군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선행연구에서 자동차, 건강, 관리, 청소제품, 맥주, 레져제품, 의류 및

액세서리, 소매점, 음식, 담배, 가전제품, 잡지, 가구 등이 자아이미지의

일치성이 영향을 미치는 제품군으로 밝혀졌다(Belk 외, 1982. 장준수 외

(2011)의 연구에 따르면, 8점 척도를 이용하여 제품군에 해당하는 제품이

실용적 제품인지 상징적 제품인지를 평가하도록 한결과, 자동차, 건강 및

위생제품, 맥주, 레저 제품 및 활동, 의류 및 액세서리, 애용하는 소매점,

식품, 담배, 가전제품, 잡지, 주택 및 가구 등 11가지 제품군에서 가장 상

징적인 제품으로는 의류 및 악세서리가, 가장 실용적인 실용적 제품으로

는 식품군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징성이 높은 의류 브랜드를 대상으로 자아일

치성을 측정하였다. 의류 및 액세서리 브랜드로는 남녀노소 모두 이용

가능한 스포츠 브랜드로 선정하였고, 인터브랜드, 브랜드 파이낸스에서

스포츠 브랜드 중 1위인 ‘나이키’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ü다른 사람들에게 내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데 이 브랜드는 도움이

될 수 있다.

ü이 브랜드를 통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

ü이 브랜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2. 브랜드의 지각된 사회적 고양감

브랜드의 지각된 사회적 고양감은 이인성 외(2008)의 연구에서 사용

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아래의 척도는 Carrol and Ahuvia(2006), Moore

and Benabsat(1991), Sweeney and Soutar(2001)의 연구에서 참조된 것

들이며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할 계획이다.

<표 3-3> 지각된 사회적 고양감 측정항목

3. 온라인 구전 의도

온라인 구전의도는 SNS 중에 페이스북 상의 바이럴을 일으킬 수 있

는 행위에 대한 의도를 살펴보았다. 따라서 먼저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지에 대한 스크리닝 질문이 있으며, 페이스북 사용 빈도 또한 측정되었

다. 온라인 구전의도는 메시지의 수신보다는 송신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측정되었다. 여러 SNS매체 중에서 페이스북을 선택한 이유는 연구 주요

샘플이 될 20대가 페이스북을 가장 많이 이용하기 때문이다(정보통신정

책연구원, 2013). 따라서 페이스북 상의 온라인 구전 송신을 중심으로 온

라인 구전의도가 측정되었다.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는 랜

덤적으로 포스팅에 대한 선호를 보여줌과 동시에 자신의 친구들에게 자

신이 ‘좋아요’를 누른 포스팅을 보여주게 된다. 즉 자신의 성향 및 선호

를 타인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정지은 외(2012) 연구에서는 ‘좋아

요’를 누르는 행위를 정보 수용 정도로 측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질



ü 나는 나의 페이스북 친구들이 볼 수 있도록 나이키 페이스북 광

고가 뜨면 ‘좋아요’를 누를 의향이 있다.

ü나는 나이키 포스팅을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 내 페이스북 친구들에

게 공유할 의향이 있다.

ü나는 나이키 포스팅을 ‘태그’하여 특정 페이스북 친구에게 알려줄 의

향이 있다.

ü나는 나이키에 관련하여 추천/지지하는 포스팅을 페이스북에 올릴

의향이 있다.

문을 다소 수정하여 정보 송신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또한‘공유하기’를 누르면, 본인의 뉴스피드에 정보를 송신할 수 있도록

포스팅이 되며, ‘태그’를 하면 특정 SNS상 친구를 지정하여 브랜드 포스

팅을 보여줄 수 있게 된다. 또한 뉴스피드에 글을 올리는 행위는 보다

적극적으로 특정 브랜드에 대해 SNS상 친구들에게 알리는 행위이다. 따

라서 온라인 구전 의도의 질문은 위의 4가지 행위의 의도를 모두 질문하

였고, 아래로 갈수록 구전의 적극성이 심화되도록 구성하였다. 모든 문항

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될 계획이다.

<표 3-4> SNS유대강도 측정항목

4. 자기감시성

Synder(1979)가 개발하였으며, 장준수 외(2011), 양윤 외(2004)의 연구

에서도 쓰인 자기 감시성 척도를 사용할 계획이다. 이 측정항목은 총 18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항목에 일치하면 1점, 일치하지 않으면 0

점을 부여하여 자기 감시성 점수를 계산한 것이다. Gangestand와

Synder(1985)의 연구에서 자기 감시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조작

적 정의를 하였는데, 자기 감시성이 높은 집단은 자기 감시성 척도에 대



번
호 측정질문

척
도

1 나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잘 모방하지 않는다. F

2
나는 사교적인 모임에서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F

3 나는 내가 믿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다. F

4
나는 내가 거의 모르는 주제에 대해서도 즉흥적으로 말
할 수 있다

T

5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거나 즐겁게 하려
고 행동을 꾸민다.

T

6 나는 훌륭한 연기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T

7
나는 여러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주목의 대상이 되지 않
는다.

F

8
나는 상황과 같이 있는 사람에 따라 종종 다른 사람처럼
행동한다. T

9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데 그다지 재
주가 없다.

F

10
나는 겉으로 드러난 내 모습과실제의 내가 항상 같지는
않다.

T

11
나는 어떤 사람에게 호의를 얻으려 내 의견이나 행동방식
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F

12 나는 내가 흥을 돋우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왔다. T

13 나는 즉흥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게임을 잘 하지 못한다. F

14
나는 상황과 만나는 사람에 맞게 내 행동을 잘 바꾸지
못한다.

F

15 나는 사교적 모임에서 다른 사람들이 계속 농담을 하거 F

한 응답이 11점 이상의 점수를 얻은 집단이고, 낮은 집단은 7점 이하의

점수를 얻은 집단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자기 감시

성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자기감시성 측정에는 이재홍(2005)의 연구와 같이 긍정의 질문과 부

정의 질문을 섞어서 측정하였으며, 그 측정질문은 다음과 같다.

<표 3-5> 자기감시성 측정항목



나 이야기 하게 내버려 둔다.

16
나는 여러 사람 앞에 서면 약간 어색하게 느껴져 잘 행
동하지 못한다.

F

17
나는 옳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쳐
다보며 거짓말도 할 수 있다.

T

18
나는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좋아하는 척할 수 있
다.

T

5. SNS내 유대강도

유대강도를 다룬 연구들은 대부분 설문지법이 아닌 실험법을 이용하

여 유대강도를 조작하였다(이세진 외, 2012; 김재휘 외, 2006; 류강석 외,

2004). 이들 연구에서는 시나리오 베이스로, 유대강도 강함/약함으로 실

험을 디자인하여 유대강도를 측정하였다. 정지은 외(2012)연구에서는,

Frenzen and Nakamoto(1993)의 척도를 토대로‘A와 나는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다’, ‘A와 나는 오프라인 상에서도 알고 지낸다’, ‘A는 나에게 소

중한 사람이다.’로 신뢰감, 친밀감, 교제 정도에 대한 문항을 구성하여 7

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유대강도를

측정하였다.

제 4 장. 실증분석 및 결과 해석

제 1절. 표본의 특성 및 기초 분석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징

Qualtrics를 사용하여 20~30대를 대상으로 총 122명의 응답을 수집하

였으며 그중 무성의한 응답 19개를 제외하고 103장을 분석에 사용하였

다. 20~30대를 분석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20~30대 성인 남녀는 소비의

트렌드에 민감하여, 해당 제품군에 대한 사전 경험 및 이해가 잘 형성되



측정 변인 알파계수 값

자아일치도의 직접적 측정(5) .876

SNS 유대강도(3) .694

어 있으며, 직장 및 대학생활을 통해 대인 간 교류가 활발해 자기감시성

의 경험을 갖고 있고, 자아이미지가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장준수

외, 2011). 조사대상의 평균 나이는 25.65세이며, 성별은 남자 51명, 여자

52명이었다. 응답자의 직업으로는 학생이 56%로 가장 많았고, 직장인이

305, 기타가 7% 순이었다. 총 103명의 응답자 중에 페이스북 사용 경험

이 없다고 응답한 1명을 제외하고 102명을 대상으로 가설검증을 위한 분

석을 실시하였다. 응답자의 페이스북 접속 빈도는 하루에 1회이상이

42.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거의 접속 안함이 25.5%, 1주일에

5~7회, 1주일에 2~4회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았다.

2.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1) 연구변인들의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 분석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알파계수

(Cronbach’s Alpha)를 사용하였다. 알파계수는 하나의 개념에 대하여 여

러 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경우 내적 일관성을 알아봄으로써 개별항목들

의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알파계수 값이 0.5이상이면 신

뢰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전체항목을 하나의 척도로 간주하여 측정할

수 있다. 신뢰성 평가 시 신뢰도의 기준은 일관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많은 연구자들은 사회과학연구의 경우에는 0.5~0.6이상이면 충분하다고

동의하고 있다(이재홍, 2005). 신뢰성 분석은 SPSS Statistics 20을 통해

서 시행되었으며 신뢰도를 알아본 항목은 다음과 같다. 괄호안의 숫자는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 수이다.

<표 4-1> 변수의 신뢰도 분석



자기감시성(18) .721

지각된 사회적 고양감(3) .929

SNS 구전의도(4) .912

브랜
드개
성

실제
적

이상
적

사회
적

이상
적
사회
적

성실
성

건전한

0.679 .583 .544 .498 .621정직한

소박한

활달
함

활기를 주는

.835 .736 .785 .793 .796

활발한

생기 있는

최신의

흥미로운

대담한

유능
함

전문적인

.855 .762 .678 .799 .781

유능한

지도력 있는

똑똑한

성공지향적인

세련
됨

매력적인

.722 .641 .544 .646 .568
매혹적인

독특한

상상력이 풍부한

강인
함

남성다운

.822 .857 .857 .858 .844터프한

강인한

2) 브랜드 개성 및 자아이미지 차원의 신뢰도 측정

<표 4-2> 브랜드 개성 및 자아이미지 차원의 신뢰도 분석

브랜드 개성 및 자아이미지를 측정한 형용사가 5가지 차원을 대표하

는지를 알아 보기 위해 주성분 분석의 VARIMAX회전법으로 요인분석



을 시행하였다. 브랜드 개성과 4종류의 자아이미지에서 각 형용사 다른

차원에 묶이게 되어 브랜드 개성의 요인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요인을 재

분류 하였고, 해당 형용사들이 각 자아이미지에서도 cronbach’α가 0.5 이

상이 되도록 정리하였다. 사회적 자아이미지의 성실성 차원만이 0.498으

로 0.5가 되지 않았지만, 본 연구의 특성상 자아이미지 차원을 엄밀히 분

석할 필요가 없어 그대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성실성에서는 ‘현실적인’

이 제거되었고, ‘활기를 주는’은 활달함으로 분류되었다. 활달함을 측정하

기 위한 ‘상상력이 풍부한’과 ‘독특한’은 세련됨 차원으로 재분류 하였다.

또한 기존의 세련된 차원의 ‘상류층인’도 전체 신뢰도를 저하시켜 제거하

였다. 유능함 차원에서는 ‘신뢰가 가는’이 제거되었고, 강인함 차원에서는

‘옥외생활을 좋아하는’이 제거되어 총 21개의 형용사로 재분류 할 수 있

었다.

하지만, 요인분석의 결과 브랜드 개성과 자아이미지 종류별로 각 차

원에 묶이는 형용사가 상이하였고, 소비자들이 제품을 평가할 때, 다양한

차원을 함께 고려한다는 점에서(장준수 외(2011)-재인용), 본 연구에서

차원별 분석에서는 21개의 형용사만을 분석에 사용하였지만 자기 일치도

는 차원을 구분하지 않고 25개 형용사를 모두 사용하여 각각의 형용사의

차이의 절대값의 합을 구하여 분석하였다.

3. 나이키의 브랜드 개성 및 자아이미지 차원 분석

1) 나이키 브랜드 개성 및 자아이미지 차원별 평균

및 표준편차

나이키 브랜드 개성은 활달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그 다음이 강인함, 유능함, 세련됨, 성실성 순으로 개성의 평균이 높

게 나타났다. 실제적 자아이미지는 성실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활달

함, 세련됨, 유능함, 강인함 순으로 평균값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



평균 표준편차

성실성 2.96 .63

활달함 4.05 .55

유능함 3.57 .73

세련됨 3.38 .64

강인함 3.62 .81

평균 표준편차

성실성 3.76 .60

활달함 3.49 .59

유능함 3.40 .64

세련됨 3.41 .64

강인함 2.78 .85

평균 표준편차

성실성 3.80 .68

활달함 4.16 .51

적 자아이미지로는 유능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활달함, 세련됨, 성

실성, 강인함 순으로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이미지는 성실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유능함, 활달함, 세련됨, 강인함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적 사회적 이미지는 세련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유능함, 활달

함, 강인함, 성실성 순으로 평균값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각 자아이미지 별로 각 브랜드 개성 차원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각 자아이미지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

프를 살펴보면, 실제적 이미지와 사회적 이미지는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상적이미지, 이상적 사회적이미지도 서로 유사하게 나타났

다.

<표 4-3> 나이키 브랜드 개성의 평균 및 표준편차

<표 4-4> 실제적 자아이미지의 평균 및 표준편차

<표 4-5> 이상적 자아이미지의 평균 및 표준편차



유능함 4.28 .47

세련됨 4.10 .55

강인함 3.35 .98

평균 표준편차

성실성 3.83 .57

활달함 3.41 .66

유능함 3.47 .65

세련됨 3.28 .60

강인함 2.71 .93

평균 표준편차

성실성 2.71 .93

활달함 3.93 .66

유능함 4.14 .52

세련됨 4.21 .55

강인함 3.28 1.00

<표 4-6> 사회적 자아이미지의 평균 및 표준편차

<표 4-7> 이상적 사회적 자아이미지의 평균 및 표준편차

4. 차원별 자아일치도 차이

자아 일치도은 절대차이모델에 따라 구하였다. 분석에 사용할 자아일

치도는 브랜드 개성의 차원을 고려하지 않고 25개의 모든 브랜드 개성을

측정값과 자아이미지를 측정값의 절대차이의 합의 평균을 구하였다. 앞

서 요인분석에서 각 이미지 차원별로 묶이는 형용사가 상이하였으며, 각

형용사의 요인부하값도 상이하였기 때문에 이미지의 차원을 구분하지 않

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개성 차원별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 것이 아니

라 자아이미지의 종류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개성차원은

구분하지 않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평균 표준편차

실제적 자아일치도 1.00 .41

이상적 자아일치도 .97 .40

사회적 자아일치도 .97 .44

이상적사회적 자아일치도 .98 .40

<표 4-8> 자아일치도별 평균 및 표준편차 사이

각 자아일치도의 수치는 절대차이모델에 따라 구한 값으로 차이를 나

타낸다. 따라서 수치가 클수록 자아이미지와 브랜드 개성과 차이가 큰

것을 나타내고, 수치가 작을수록 자아이미지와 브랜드 개성이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평균값을 통해 살펴본 일치도는 이상적 자아일치도와 사회

적 자아일치도가 .97로 가장 나이키 개성과 일치하였으며, 이상적 사회적

자아일치도, 실제적 자아일치도 순으로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

지만 표준 편차가 .40 내외이므로 이들 평균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제 2절. 가설의 검정 및 해석

1. 자아일치도가 SNS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자아일치도를 직접적으로 자아일치도를 묻는 직접측정

과 25개의 형용사에 대한 자아이미지와 브랜드 개성에 대한 점수를 구하

여 그 차이를 구하는 절대차이모델을 통해 2가지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절대차이모델로 구한 경우 자아이미지의 종류별로 차이를 알 수 있었다.

각각의 방법에 대해 SNS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1) 직접적 자아일치도와 SNS구전의도

직접적으로 측정한 나이키와의 자아일치도를 독립변수로, SNS구전의



R2값 F값 유의도 β계수 유의도

.136 14.331 0.00 .406 .000

독립변수 F값 β계수 p값

실제적 자아이미지와
나이키 개성과의 차
이

4.213 -.425 .043

이상적 자아이미지와
나이키 개성과의 차
이

5.257 -.471 .024

사회적 자아이미지와
나이키 개성과의 차
이

1.975 -.272 .163

이상적 사회적 자아이
미지와 나이키 개성
과의 차이

5.30 -.483 .023

도를 종속변수로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9> 직접적 자아일치도의 회귀분석결과

유의수준 95%에서 p값이 0.00이므로 자아 일치도가 SNS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게 나타났다. β계수가 양(+)의 값을 가지므로 자아

일치도가 높아질수록 SNS구전의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직접

적으로 자아이미지를 측정하는 경우 <가설 1>은 채택되었다.

2) 자아이미지 종류별 SNS구전의도

<표 4-10> 자아이미지 종류별 회귀분석 결과

실제적 자아 일치도, 이상적 자아 일치도, 사회적 자아 일치도, 이상

적 사회적 자아 일치도를 SNS구전의도에 모두 독립변수로 투입한 회귀

모델은 유의하지 않았다. 각각의 자아이미지에 대해 SNS구전의도에 단

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 자아 일치도를 제외한 나머지 자아



독립변수 F값 β계수 p값

직접적 자아일치도 71.80 .762 .000

실제적 자아일치도 8.81 -.642 .004

이상적 자아일치도 29.74 -1.091 .000

사회적 자아일치도 2.03 -.296 .157

이상적 사회적 자아일치도 21.15 -.957 .000

일치도는 모두 SNS구전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인지하는 브랜드 개성과 자아이미지의 차이가 클수록 SNS구

전의도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자아이미지와 브랜드

이미지가 일치할 수록 SNS구전의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β

계수를 살펴보면 이상적 사회적 자아이미지, 이상적 자아이미지, 실제적

자아이미지 순으로 SNS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절대차이모델을 통해 자아이미지를 측정한 경우 <가설 1>

이 일부 채택되는 것을 알 수 있다.

2. 자아일치도와 지각된 사회적 고양감

5개의 질문을 통해 직접적으로 측정한 자아 일치도와 4가지 종류의

자아 일치도를 지각된 사회적 고양감을 종속변수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11> 지각된 사회적 고양감에 대한 자아일치도 회귀분석결과

SNS구전의도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자아일치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

각된 사회적 고양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자아 일치도 종류별로

살펴보았을 때는 이상적 자아 일치도, 이상적 사회적 자아 일치도, 실제

적 자아 일치도 순으로 지각된 사회적 고양감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2-3>을 제외하고 <가설2>는 모두 채택되었

다.



R2값 F값 유의도 β계수 유의도

.149 17.091 0.00 .366 .000

3. 지각된 사회적 고양감과 SNS구전의도

지각된 사회적 고양감을 독립변수로, SNS구전의도를 종속변수로 단

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12> SNS구전의도에 대한 지각된 사회적 고양감 회귀분석결과

유의수준 95%에서 p값이 0.000이므로, 지각된 사회적 고양감은 SNS

구전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β계수가 0보다 크

므로 지각된 사회적 고양감은 SNS구전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은 채택되었다.

4. 지각된 사회적 고양감의 매개효과

Baron&Kenny(1986)의 회귀분석을 통한 매개효과 검증법을 사용하여

지각된 사회적 고양감이 자아 일치도가 SNS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매개변수로서 사용되는지를 알아보았다. 본 검증법은 총 3단계의 회귀분

석을 통해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으로, 종속변수에 독립변수를 회귀한

결과가 유의하면, 독립변수를 매개변수에 회귀한 결과를 확인하고, 이것

이 유의하면 3단계 분석인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함께 종속변수에 회귀

시킨다. 3단계 분석에서 독립변수가 유의하지 않게 되거나 β계수가 0에

가까우면 완전매개효과, 줄어들기만 하면 부분매개효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유의미하지 않았던 사회적 자아일치도를 제외한 실제적

자아일치도, 이상적 자아일치도, 이상적 사회적 자아일치도와 지각된 사

회적 고양감을 독립변수로 SNS구전의도를 종속변수로 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 F값

자아일

치도의

β계수

전체모

델의

p값

자아일

치도

p값

직접적 자아일치도와 지각

된 사회적 고양감
13.015 .367 .000 .006

실제적 자아일치도와 지각

된 사회적 고양감
9.284 -.225 .000 .275

이상적 자아일치도와 지각

된 사회적 고양감
7.847 -.121 .001 .595

이상적 사회적 자아일치도

와 지각된 사회적 고양감
8.877 -.158 .000 .474

<표 4-13> 지각된 사회적 고양감의 매개효과 분석결과

분석 결과, 지각된 사회적 고양감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직접적 자아일치도에서는 자아일치도가 SNS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

은 여전히 유의미 하지만 자아일치도의 β계수가 .406에서 .367로 줄은

것으로 보아 지각된 사회적 고양감이 부분매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실제적 자아일치도, 이상적자아일치도, 이상적 사회적 자아

일치도는 SNS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 지각

된 사회적 고양감은 완전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4>는 채택되었다.

5. 자기감시성의 조절효과

Gangestand와 Synder(1985)의 연구에서 자기 감시성이 높은 집단은

자기 감시성 척도에 대한 응답이 11점 이상의 점수를 얻은 집단이고, 낮

은 집단은 7점 이하의 점수를 얻은 집단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이 기

준은 기존 연구에서 자기감시성 집단을 나누기 위해 이 기준을 사용되고

있다(이재홍, 2005; 장준수 외, 2011). 이에 따라 자기감시성에 따른 집단

을 구분한 결과, 낮은 집단은 31명, 자기감시성이 높은 집단 43명이었으

며, 각각의 집단에 대해 온라인 구전의도에 대해 자아일치도의 효과를



독립변수 R2값 F값 β계수 P값

직접일치도 .141 4.76 .323 .037

실제일치도 .018 .507 -.243 .483

이상일치도 .021 .603 -.262 .444

사회일치도 .000 .011 -.031 .917

이상적 사회 일치도 .038 1.091 -.380 .305

독립변수 R2값 F값 β계수 p값

직접일치도 .320 18.810 .659 .000

실제일치도 .064 2.746 -.567 .105

이상일치도 .026 1.026 -.377 .317

사회일치도 .029 1.203 -.356 .279

이상적 사회 일치도 .019 .773 -.342 .385

각각 단순회귀분석을 하였다.

<표 4-14> 자기감시성이 낮은 집단의 회귀분석결과

<표 4-15> 자기감시성이 높은 집단의 회귀분석결과

두 집단 모두에서 직접적으로 측정한 자아일치도를 제외하고는 다를

종류의 자아일치도는 SNS구전의도에 모두 유의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직접적으로 측정한 자아일치도만

SNS구전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두 집단을 비교했을 때 자기감

시성이 높은 집단의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직접적 자아일치도의

R2값이나 β계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상호작용항을 만들어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로는 조절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것으로 보아 자기감시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영향 정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자기감시성이 조절변수로 역할을 한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

다. 따라서 <가설 5>는 기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모

델
독립변수 R2

R2

change

F

change

Sig. F

change

1 직접적자아일치도 .196 .196 24.090 .000

2
직접적자아일치도, SNS

유대강도
.198 .003 .313 .577

3

직접적자아일치도, SNS

유대강도,

직접적자아일치도*SNS

유대강도

.198 .000 .009 .924

1 실제적자아일치도 .041 .041 4.213 .043

2
실제적자아일치도, SNS

유대강도
.051 .009 .963 .329

3

실제적자아일치도, SNS

유대강도,

실제적자아일치도*SNS

유대강도

.052 .001 .106 .745

1 이상적자아일치도 .051 .051 5.257 .024

2
이상적자아일치도, SNS

유대강도
.055 .004 .411 .523

3

이상적자아일치도, SNS

유대강도,

이상적자아일치도*SNS

.055 .000 .000 .986

6. SNS유대강도의 조절효과

SNS유대강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변수로 직접적으로 측

정한 자아일치도 및 4종류의 자아일치도와 조절변수인 SNS 유대강도를

각각 평균값을 빼주어 평균화를 시켰다. 평균화를 시킨 변수를 곱하여

상호작용항을 만들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16> SNS유대강도의 조절효과



유대강도

1 사회적자아일치도 .020 .020 1.975 .163

2
사회적자아일치도, SNS

유대강도
.027 .008 .743 .391

3

사회적자아일치도, SNS

유대강도,

사회적자아일치도*SNS

유대강도

-.003 .001 .052 .821

1
이상적 사회적자아일치

도
.051 .051 5.3 .023

2
이상적사회적자아일치도,

SNS유대강도
.060 .008 .868 .354

3

이상적사회적자아일치도,

SNS유대강도,

이상적사회적자아일치도

*SNS유대강도

.063 .003 .350 .556

분석 결과 모델 3의 R2변화량이 어떤 자아일치도에서도 유의하지 않

았으며, 이는 SNS유대강도는 직접적으로 측정한 자아일치도가 온라인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지 못한다는 것을 밝혀주었다. 따라서

<가설 6>은 기각되었다.

제 5 장. 결론

제 1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자아일치도가 SNS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

펴보았다. 연구 결과 자아일치도가 SNS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아일치도가 SNS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

은 자아일치성을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자아일치성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경우 자아일치도가 SNS구전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정(+)의 방향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자아이

미지 종류에 따라 브랜드개성을 따로따로 측정하여 그 점수의 차이를 계

산하여 자아일치도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자아일치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실제적 자아일치도, 이상적 자아일치도, 이상적 사회적 자아일치

도는 모두 SNS 유대강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동일하게 사회적 자아일치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자아일치도

는 모두 지각된 사회적 고양감에도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고 싶은 이상적인 자아이미지

인 이상적 사회적 자아일치도가 가장 높은 수준의 온라인 구전을 일으키

는 것으로 보아 소비자들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자아개념을 표

현하거나 강화시키려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각된 사회적 고양감과 온라인 구전의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

과, 지각된 사회적 고양감 또한 온라인 구전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브랜드 개성과 자아이미지가

일치하는 정도와 브랜드로 인한 지각된 사회적 고양감은 모두 온라인 구

전을 일으키는 요인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자아일치도가 온라

인 구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변수로서 지각된 사회적 고양감의 역

할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자아일치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약간 다르게 나타났다. 직접적으로 자아일치도를 측정하는 경우에

는 부분매개변수로서 작용하였고, 실제적 자아일치도, 이상적 자아일치

도, 이상적 사회적 자아일치도에서는 완전매개변수로 작용하였다.

자아일치도가 온라인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조절변수를 살펴본

결과 SNS유대강도는 조절변수로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자기감시성의

경우 자기감시성이 높은 집단에서 단순회귀모델의 R2와 자아일치도의 β

계수가 더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제 2절.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자아이미지 연구 관련 측면에서는, 기존의 자아 이미지 관련 연구는

자아이미지가 영향을 미치는 행동이 브랜드 충성도, 구매의도 등 대부분

오프라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이인성, 2008; 정병국,2009; 박주영,

2001). 하지만, 정보 통신의 발달로 인한 마케팅환경의 변화는 온라인 및

모바일 마케팅 시장을 출현 및 확대를 가속화시켰으며, SNS라는 매체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더욱 용이해짐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자아이

미지의 영향이 더욱 극대화 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따라

서, 자아이미지 관련 연구가 온라인 환경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온라인 구전에 관한 연구 측면에서는, 기존의 온라인 구전에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온라인 구전의 동기나 효용을 살펴보는 탐색적 연구가 많

았다(Thorsten Hennig-Thurau et.al, 2004; Christy M.K. Cheung and

Matthew K.O. Lee, 2012; Srini S. Srinivasan, 2002). 따라서, 기존의 개

념과 온라인 구전을 연결시켜 살펴봄으로써, 온라인 구전의 상위 동기를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자아일치도가 온라인 구전의도에 미

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변수 및 조절하는 변수를 밝힘으로써 보다 자아일

치도 및 온라인 구전의도 연구의 영역을 넓혔다.

마케팅 실무자들에게는 현재 하고 있는 SNS마케팅의 컨텐츠나 활동

을 타겟 고객에 맞게 재구성해야 할 필요성을 줄 것이며, 타겟 고객들의

자아이미지에 맞게 브랜드 이미지를 조정하거나, 브랜드 이미지에 맞게

타겟 고객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브

랜드 이미지 구축의 중요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강화시킴으로써, 보다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를 형성시키고, 바이럴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제 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첫째, 본 연구는 102명의 샘플을 가지고 분석되었기 때문에 일반화가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샘플 수집이 대부분 온라인으로 이루어져 설문

환경이 통제되지 않아 많은 질문에 대한 응답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

다는 점도 본연구의 한계이다. 또한 자아이미지를 4번을 연이어 측정을

하여 응답자들의 응답이 앞의 질문에 영향을 받았을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아일치도를 기존에 성실성, 진실성, 유능함, 세

련됨, 강인함 차원별로 나눠서 살펴보았던 것과 달리 저 차원들을 측정

하는 25개의 형용사를 한꺼번에 사용하여 자아일치도를 구하였다. 형용

사들이 각 자아이미지와 브랜드 개성에 따라 다르게 묶였기 때문에 한꺼

번에 살펴보았다. 따라서 차원별로 살펴보는 경우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

도 있을 것이다.

셋째, 선행연구에서 영향력 있는 조절변수로 밝혀진 SNS유대강도가

유의미하지 않게 밝혀졌으며, 자기감시성도 기존 조절효과 분석방법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왔다. 따라서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 온라인 구전의 선행동기를 찾았던 것과 같이 향후 온라

인 구전 연구에서 다양한 온라인 구전의 심리적 선행동기를 찾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연구에서 밝혀진 의미 있는 하나의 자아이미지(ex.

이상적 사회적 자아이미지)를 중심으로 자아이미지를 측정하고, 그 영향

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SNS 구전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 자아일치도를 구하는 모델을 다양하게 사용하여 보다 예측

력이 높은 모델을 찾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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