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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명시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소비행동 포스팅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김 자 은 

경영학과 경영학 전공  

서울대학교 대학원  

 
오늘날 소셜미디어에서 자신의 소비경험을 타인과 공유하고, 타인이 

올린 포스팅을 탐색하는 행동은 소비자들에게 하나의 여가 활동으로 

일상 속에 자리 잡았다. 자신의 경험을 사진으로 남기고, 장소에 대한 

정보, 물건에 대한 정보, 자신의 감정상태를 해쉬태그와 함께 손쉽게 

포스팅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미지 기반의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은 

소비행동 포스팅(Posting Consumption Behavior)의 확산을 가져왔다. 

소비행동 포스팅은 소비자로 하여금 포스팅 속 소비에 대해 

탐색해보려는 욕구를 유발하고, 더 나아가 구매욕구도 일으킬 수 있다.  

한편, 타인의 소비행동 포스팅을 보았을 때 소비행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느꼈을 때는 어떤 행동을 보일까? 가령, 근사해 보이는 

장소를 올린 포스팅을 보았는데, 장소 정보를 명시해주지 않았다면 그 

포스팅에 대해 어떤 태도와 행동을 보일까? 본 연구는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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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를 했으나, 공유하지 않은 행동(Share it without sharing it)’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실증연구를 통해 

명시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Non-Explicit condition) 소비행동 

포스팅에 비해, 명시적 정보를 제공하는(Explicit condition) 소비행동 

포스팅은 소비자의 호기심을 증가시키고, 이는 행동의도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을 밝혔다. 호기심이 매개하는 명시적 정보를 제공했을 때 

행동의도가 증진되는 이와 같은 효과는 소비자가 포스팅을 매력적으로 

인지할 때에 더 강하게 나타났으며, 포스팅을 매력적으로 인지하지 않을 

때에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글 형태의 온라인 구전정보가 소비자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온 기존 연구들과는 다르게, 본 연구는 이미지를 통해서 공유되는 

소비행동 포스팅(Posting Photo of Purchase on Social Media)이 

소비자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하루 평균 7천만장의 

사진이 올라오는 소셜미디어 시대에 타인의 소비행동 포스팅을 보았을 

때 유발되는 소비자행동에 관한 연구는 효과적인 소셜미디어 마케팅 

방안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어떠한 형태의 소비행동 

포스팅이 소비자의 관심(attention)을 끄는지 탐색해보는 것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마케터들에게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주요어: 소셜미디어, 소비 행동 포스팅, 명시적 정보, 호기심, 행동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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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 소비자들은 일상적으로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소비를 

포스팅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소비경험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타인과 

커뮤니케이션한다. 자신의 경험을 사진으로 남기고, 장소에 대한 정보, 

물건에 대한 정보, 자신의 감정상태를 해쉬태그와 함께 손쉽게 포스팅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미지 기반의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은 이러한 

소비행동 포스팅(posting consumption behavior)의 확산을 가져왔다. 

한편, 타인의 소비행동 포스팅을 보았을 때 소비행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느꼈을 때는 어떤 행동을 보일까? 가령, 근사해 보이는 

장소를 올린 포스팅을 보았는데, 장소 정보를 명시해주지 않았다면 그 

포스팅에 대해 어떤 태도와 행동을 보일까? 본 연구는 이와 같이 

‘공유를 했으나, 공유하지 않은 행동(share it without sharing it)’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보고, 듣고, 읽을 거리가 넘치는 시대에서는 소비자의 

관심(attention)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해졌다(Davenport and Beck 

2001). 기업들은 소비자의 관심을 붙잡는 하나의 방안으로 호기심을 

유발하는 마케팅을 진행해왔고, 이에 발맞춰 소비자행동 연구에서도 

어떤 광고요인이 효과가 있는지를 연구해왔다. 한편,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올리는 컨텐츠(user-generated content)의 구전효과와 

파급력이 커지면서 다양한 유형의 컨텐츠들이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최근에는 자신의 소비를 사진 형태로 포스팅 

행위(posting photo of purchase on social media)가 일상으로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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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으면서, 소비행동 포스팅이 다른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등장하였다.   

호기심을 유발하는 광고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명시적(explicit) 정보를 제시했을 때 보다 직관적이지 

않은(indirect) 정보, 모호한(ambiguous) 정보를 제시했을 때 광고에 

대해 더 호기심을 갖게 되고 브랜드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 형성, 

구매의도 증진, 그리고 정보를 좀 더 검색해보는 행동으로 

이어졌다(McQuarrie and Philips 2005). 한편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타인의 소비경험 포스팅을 보았을 때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때도 명시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소비행동 포스팅이 명시적 정보를 제공한 포스팅보다 더 호기심을 

유발하고 탐색행동, 소비행동 모방과 같은 행동의도로 이어지는 지에 

대해서 확인해보고자 한다.   

 

2. 문헌 연구 

2.1. 소비 행동 포스팅(Posting Photo of Purchase on 

Social Media) 

소비(Consumption)는 자신을 표현(self-expressive)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 행동으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관련(self-relevant)된 

소비를 통해 자아 정체성(self-identity)을 드러낸다(Belk 1988). 

소비는 크게 물질 소비와 경험소비로 나뉠 수 있는데,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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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material purchase)는 사람들이 물건을 하나의 연장된 자아로 

인식한다는 측면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소비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아개념을 정의할 때에 직접 체험한 경험을 근거로 정의 

내리는 경향이 있고(Carter and Gilovich 2012), 경험소비가 물질소비 

보다 자아에 더 영향을 미치기에(Thomas Millar 2013) 경험 

소비(experiential purchase)는 물질소비보다 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포스팅(Posting)이란 소셜미디어에서 자신의 생각, 관심사, 그리고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는 행위를 

의미한다(Jensen and Gilly 2003). 소셜미디어는 자신의 콘텐츠를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포스팅에 대한 타인의 

반응을 확인하는 데에도 유용하다(Wilcox and Stephen 2012). 한편, 

소셜미디어 매체는 소수의 타인과 상호 작용하는 특성이 아닌 다수의 

타인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소셜미디어에서는 

자신을 우호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자기 자신에 대한 타인의 인상을 

관리하려고 하는 자기표현(self-presentation)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Barasch and Berger 2014). 즉, 포스팅은 타인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자기표현적 성격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기에, 사람들은 

선별적인 포스팅을 통해 보다 자유롭게 자신의 이상적인 모습을 

형성하려 한다(Ellison et al., 2006; Goffman 1963).  

소비 행동 포스팅(Posting Consumption Behavior)은 자신의 

소비경험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타인과 커뮤니케이션하는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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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이는 자신이 지향하는 자아를 더 잘 드러내고자 하는 동기가 

이끄는 행동이므로 다른 소비자들의 구매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작성하는 

온라인 리뷰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다(Duan and Dholakia 2017). 

자기표현 욕구의 성격을 가진 소비 행동 포스팅은 사진형태의 포스팅이 

주를 이룬다. 사진은 텍스트보다 직관적으로 자신의 관점과 정체성을 

드러나게 하며, 타인의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는데 효과적이다. 

공유할 사진을 고르고, 편집하는 과정에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라이프스타일, 취향, 특성이 반영되며 이와 같은 사진 포스팅의 

선별적인 특성은 소비 행동의 매력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Hung and 

Li 2007; Lee et al., 2015; Marwick 2015; Winston and Johnny 

2013). 소비행동 포스팅은 소비경험을 구전으로 타인에게 전달할 

때보다 소비가 자기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더 인지하도록 하게 하고, 나아가 소비자에게 행복감을 

가져온다(Duan and Dholakia 2017).  

한편, 본 연구는 소비행동 포스팅 행위가 자신의 소비경험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닌,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타인의 소비경험을 본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미지를 통해서 공유되는 소비 

행동 포스팅(Posting Photo of Purchase on Social Media; 이하 

소비행동 포스팅)이 포스팅을 본 소비자의 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확인해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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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명시적 정보(Explicit Information) 

정보의 명시성(explicity) 개념은 광고효과 관련 연구에서 다양한 

개념으로 이해되어왔다. 명시적이지 않다(non-explicit)는 개념은 

직관적이지 않은(indirect), 모호한(ambiguous), 암시적인(implicit), 

비유적인(figurative), 수사학적인(rhetoric) 등의 개념들과 함께 

광고효과 관련 연구에서 각 요소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되었다(Dingena 1994; McQuarrie and Philips 2005; Messaris 

1997).  

명시적 메세지를 제공하지 않는 광고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정보를 

해석하기 위한 정보처리 과정을 거치게 하고, 그와 같은 정교화는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형성한다(McQuarrie and Mick 2003; Warlaumont 

1995). 광고 이미지가 일정 부분 생략되었을 때 소비자들은 정보의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Peracchio and Meyers-Levy 1994), 

광고 메시지가 결론이 제시되지 않은 채 끝났을 때 소비자들의 주의를 

끌게 만들고 해석의 즐거움을 준다(Sawyer and Howard 1991). 따라서 

제품의 이미지과 카피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광고에 대한 태도, 브랜드에 대한 태도, 제품 구매의도 및 

선택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Ang and Lim 2006; McQuarrie and 

Philips 2005). 

한편, Edell과 Staelin (1983)은 광고의 이미지만 제시된 조건의 

피험자들이 이미지와 카피가 함께 제시된 조건의 피험자들에 비해 

브랜드 재인에 있어 낮은 수행력을 보이는 연구를 제시했다. 이에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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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on과 Soman(2002)은 제품과 관련이 없는 카피와 이미지를 사용해 

광고만으로는 제품을 인지할 수 없는 자극물과 어떤 제품인지 추론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 자극물에서 실험자들이 두 유형의 광고를 다르게 

처리하는 것을 밝혔다. 즉, 명시적이지 않은 광고들은 기존의 

연구결과처럼 소비자들의 주의를 끌 수는 있지만, 소비자가 제시된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 어떠한 단서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서를 

제시하는 광고에 비해 제품에 대해 더 알고자 하는 정보탐색 행동을 

하지 않고, 구매행동도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반면에, 단서를 제시한 

광고의 경우 제품에 대한 흥미가 증가하였고, 이는 정보탐색 행동과 

구매행동 및 재인을 이끌어냈다. 이는 명시적이지 않은 광고가 호기심을 

유발하더라도 소비자가 그 호기심을 스스로 충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서를 제공하지 않으면 광고효과를 보이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의 부족 또는 결여 차원에서 소비행동 포스팅이 

명시적정보 제공의 유무, 즉 명시적 정보를 제공할 때와 제공하지 않을 

때 포스팅을 본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2.3. 호기심(Curiosity) 

호기심(Curiosity)은 새로운 지식이나 새로운 자극을 얻고자 하는 

욕구(the desire to know)로 자신이 알고자 하는 것과 알고 있는 것 

간의 차이(information gap)가 발생할 때 일어난다(Loewenstein 

1994). 호기심에 대한 연구들은 호기심의 발생 원천을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연구해왔다. 그 기준은 호기심이 내적 동기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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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지 혹은 외적 자극물에 의해서 발생하는 지이다. 철학자들은 

호기심을 배움에 대한 열정(Cicero 45BC/1914), 욕망(Bentham 

1789/1948)과 같은 바람직한 미덕으로 여겨왔다. 초기 심리학자들도 

호기심을 배움에 대한 갈증(Freud 1915)으로 여기며, 내적 동기에 의한 

호기심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편,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은 동물을 대상으로 외적 자극물에 

반응하는 실험을 통해 자극과 행동 간의 관계를 연구했는데(Pavlov 

1927), Berlyne (1954)은 이를 바탕으로 호기심을 두 가지 차원에서 

나누어 정의하였다. 첫 번째 차원은 감각적 호기심(Perceptual 

Curiosity)와 지적 호기심(Epistemic Curiosity)으로 구분되는 

차원이며, 두 번째 차원은 다양한 대상에 대한 호기심(Diversive 

Curiosity)와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호기심(Specific Curiosity)으로 

구분되는 차원이다. 지적 호기심은 인간이 보이는 호기심이며, 감각적 

호기심은 감각적 자극물에 의해 야기되는 호기심으로 정의되고 주로 

동물에게서 나타난다. 다양한 대상에 대한 호기심과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호기심은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나타난다. 하지만 그 정의에 있어 

두 호기심은 차이를 보이는데,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호기심은 어떤 

특정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특정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하는 반면, 다양한 대상에 대한 호기심은 지루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자극물을 찾게 되는 욕구를 의미한다(Boyle 1989).  

Loewenstein (1994)은 이를 바탕으로 호기심을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지적 호기심(Epistemic Specific Curiosity)으로 보았으며, 지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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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의 갭(information gap)을 인지할 때 인지적 결핍(cognitive 

deprivation)이 일어나는데, 그러한 결핍을 느끼고 이를 채우고자 하는 

동기가 일어나는 것을 호기심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그는 호기심이 

내적 동기에 의해서 혹은 외적 자극물에 의해서 발생하는 개념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으며, 호기심에 대한 연구들은 이와 같은 

정의를 바탕으로 연구들을 진행해 나갔다.  

이후, 호기심의 성격(trait)적 측면에 주목한 연구들은 정보적 

결핍을 채우려 하는 경향이 강한 사람을 기질적으로 호기심을 갖고 

있다고 정의 내리며, 개인별 정도 차이에 주목을 하였다(Baumgartner 

and Steenkamp 1996). 한편, 호기심의 상황(state)적 측면에 주목한 

연구들은 호기심을 자극물에 의해 발생한 일시적인 동기 상태로 

정의하고 어떤 특징을 가진 자극물이 호기심을 일으키는지에 

주목하였다(Hill et al., 2016).  

 

2.4. 호기심이 행동의도(Behavioral Intention)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행동 연구에서 호기심은 주로 광고가 유발한 호기심이 

소비자의 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한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의도적인 정보의 생략이 야기한 정보적 갭을 통해 알고자 하는 욕구를 

촉진시키는 광고효과, 즉 티저효과(Teasing effect)에 관한 연구를 

의미한다.  티저효과는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노출하지 않고, 브랜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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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기거나 브랜드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궁금증을 유발해 의도하는 행동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말한다. 

이처럼 호기심율 유발하는 광고는 정보를 직접적으로 노출하는 광고보다 

소비자들로 하여금 정보 탐색과 탐색적 행동을 더 일으키게 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Berlyne 1966; Litman et al 2005; Raju 1980). 

구체적으로는 호기심을 유발한 광고는 소비자로 하여금 광고를 오래 

응시하게 하고, 정보를 잘 기억하게 하며, 목표 지향적인 정교화 과정을 

더 잘 수행하도록 한다. 또한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알고자 하는 간의 

차이를 줄이고자 하는 정보 탐색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더 잘 

수행하는 등의 효과를 보였다(Menon and Soman 2002).  

그렇다면, 정보적 갭의 존재는 항상 호기심을 유발하고, 그에 따라 

정교화 과정을 높이고 정보 탐색행동을 일으키는 소비자행동으로 

이어질까? 이에 대해 어떤 요소에 의해 소비자의 호기심이 유발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뒤따랐다. 즉, 상황적 측면에 의해 야기된 호기심(state-

derived curiosity)의 효과가 언제 일어나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먼저 

자극물의 성격에 따른 호기심 유발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자극물이 

새롭거나 까다롭다고 느낄 때(Kashdan and Silvia 2009), 자신의 

정체성과 더 관련이 있고 더 가깝게 느껴질 때(Thomas and Vinuales 

2017), 자극물이 매력적일 때(Miller 1970), 정보적 갭을 인지하게 

하고, 호기심을 유발한다.  

한편, 자극물의 성격에 따라서 뿐만 아니라 자극물을 제시하는 

방식에 따라서도 호기심 유발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연구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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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하였다. 이때 연구방법은 실험집단과 대조집단에 동일한 자극물을 

사용함으로써 자국물의 성격을 컨트롤 하고, 제시하는 방식을 

달리함으로써 그 효과를 확인하였다. 정보제공의 시간차가 있을 때, 

호기심을 야기한다는 연구에서는 신제품의 이름을 광고가 끝나갈 때가 

되어서야 알려줄 때 제품 이름을 더 잘 기억한다는 것을 보였다(Fazio 

et al., 1992). 소비자들이 광고를 봤을 때, 제품의 이름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정보적 결핍을 느끼고, 이는 호기심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정보를 모호하게 제시할 때, 호기심을 유발한다는 연구에서는 명시적 

결론을 제시하지 않은 광고가 브랜드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도를 더 

증진시킨다는 것을 보였다(Norton et al., 2007). 그러나 모호성을 통해 

호기심을 높게 유발하는 광고라 할지라도, 소비자가 인지적 노력을 

하려고 들지 않는 저 관여 상황(low-involvement situation)에서는 

유발된 호기심에 따른 광고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Sawyer and 

Howard 1991). 저 관여 상황에서는 단서를 제공하게 되면 이를 활용해 

제시된 정보를 해석하고 탐색활동 및 구매의도와 같은 소비자행동으로 

이어지지만, 단서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러한 행동에 참여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Petty et al., 1981).  

최근에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정도(level of curiosity)에 따라서 

호기심 유발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연구들이 돋보이고 있다. 

Menon과 Soman (2002)은 적절한(moderate)양의 정보를 제공했을 

때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limited information)때보다 더 정보탐색 

행동을 보인다는 것을 밝혔다. 즉, 정보적 갭의 크기에 따라서 호기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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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하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보적 갭의 크기가 컸을 

때보다 오히려 정보적 갭의 크기가 작을 때 더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에 

따른 후속 행동의도를 보인다는 것을 보였다. 이 논문에서는 이를 

호기심을 유발할 단서를 제공한 조건, 단서를 제공하지 않은 조건과 

같은 정의를 통해 호기심을 자극하는 정도에 따라서 호기심이 유발되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보였다. Van Dijk와 Zeelenberg (2007)도 

제품에 대한 정보를 일정 부분 제공했을 때, 제품에 대한 정보를 아예 

제공하지 않았을 때보다 호기심이 더 유발된다는 것을 보였다.  

 

3. 가설 및 실증연구 개관 

3.1. 가설  

소비자들은 일상 속에서 하나의 여가활동으로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면서 즐거움을 얻는데, 자신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유희를 

제공하는 성격의 콘텐츠를 소비할 뿐만 아니라 타인이 올린 게시물을 

통해 그 사람의 일상을 관찰하기도 한다. 소비행동 포스팅은 소비자로 

하여금 포스팅 속 소비에 대해 탐색해보려는 욕구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구매욕구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저 관여 상황에서 단서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제공의 유무는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단서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는 호기심을 증가시키고, 이는 행동의도의 증가로 이어진다. 

여가활동적 성격을 지닌 소셜미디어에서의 정보 탐색(browsing)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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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 상황으로 분류된다. 또한 소비행동 포스팅에서 구매정보는 그 

소비를 모방하기 위해 필요시 되는 정보이기에, 구매정보 명시의 유무는 

단서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유무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소비행동 포스팅에 구매 정보가 명시되지 않았을 

때(non-explicit condition)보다 구매정보가 명시되어 있을 때(explicit 

condition) 소비자로 하여금 정보를 더 얻기 위해 검색을 하고자 하는 

정보 탐색 행동의도를 높일 것이며, 더 나아가 포스팅 속 소비를 

모방하고자 하는 행동의도도 높일 것이라고 가정한다.  

기존의 광고효과 연구는 정보 제공자의 매력도(source 

attractiveness)에 따라 소비자행동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제시해왔는데, 소비행동 포스팅은 소비자들에게 하나의 정보로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소비자들이 인지한 포스팅의 매력도(perceived 

attractiveness)에 따라 소비행동 포스팅에 보이는 행동의도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한다. 즉, 명시적 정보를 제공한 소비행동 

포스팅을 보았을 때 행동의도가 높아지는 효과는 포스팅이 매력적이지 

않을 때에 비해 포스팅이 매력적일 때 더 일어날 것이다.  

 
<그림1> 가설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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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소비행동 포스팅의 명시적 정보 제공 유무는 행동의도

(Behavioral Intention)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명시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Non-Explicit) 소비행동 포스팅

에 비해, 명시적 정보를 제공한(Explicit) 소비행동 포스팅을 보

았을 때 행동의도가 높아질 것이다. 

가설 2. 소비행동 포스팅의 명시적 정보 제공 유무가 행동의도에 미치

는 영향은 소비행동 포스팅에 보이는 호기심(Curiosity)이 매개할 것

이다.  

- 명시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소비행동 포스팅에 비해, 명시적 

정보를 제공한 포스팅은 호기심을 증가시켜 높은 행동의도를 보

이도록 할 것이다.  

가설 3. 소비행동 포스팅의 명시적 정보 제공 유무가 행동의도에 미치

는 영향은 소비행동 포스팅의 매력도(Perceived Attractiveness)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3-a. 포스팅의 매력도가 높을 때는 명시적 정보를 제공한 소비행동 

포스팅을 보았을 때 행동의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강하게 나타날 것

이다.  

 3-b. 포스팅의 매력도가 낮을 때는 명시적 정보를 제공한 소비행동 

포스팅을 보았을 때 행동의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약하게 나타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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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실증연구 개관 

이러한 가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소비행동 포스팅의 명시적 정보 

제공 유무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포스팅 매력도의 조절 

효과가 호기심의 매개를 통해 나타나는지를 매개된 조절모형(Mediated 

Moderation)을 통해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때 자극물은 가상의 인스타그램 포스팅을 사용하였다. 사진 

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대표적인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은 ‘이미지를 

텍스트보다 우선으로(image first, text second)’하는 시각 지향적 

특성을 지니는 소셜미디어로 하루 평균 7천만장의 사진이 포스팅 

된다(Instagram Press 2017). 따라서 본 연구의 소비행동 포스팅 

자극물은 인스타그램 속에서 가상의 사용자가 올린 소비행동 포스팅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자극물로 사용하였다.  

먼저 사전조사를 통해 2(명시적 정보: 제공 있음 vs. 제공 없음) 

× 2(인지한 포스팅의 매력도: 높음 vs. 낮음) 집단 간 완전 요인 

설계(full factorial design) 실험에 사용될 네 가지 조건의 자극물이 

조작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소비행동 포스팅이 제공한 

정보가 얼마나 완전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명시적 정보를 제공한 

조건과 명시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조건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소비행동 포스팅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느껴지는지에 대해서도 높은 

포스팅 매력도 조건과 낮은 포스팅 매력도 조건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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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증연구  

4.1. 사전조사 

사전조사 실험은 총 200명을 대상으로 네 가지 조건에 각 50명씩 

임의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정보의 명시성(explicity) 있어 차이가 있다고 여기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명시적 정보를 제공한 소비행동 포스팅 조건에게는 장소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포스팅을, 명시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소비행동 포스팅 

조건에게는 장소정보가 명시 되어있지 않은 포스팅을 제시하였다. 

조작확인은 Menon and Soman(2002)이 사용한 ‘포스팅이 제공하는 

정보가 얼마나 완전하다고 생각하는지(In your opinion, How complete 

(or adequate) was the information that the post provided about the 

place?)’ 문항에 대해 불완전함(1)과 완전함(7)을 양극단 7점 

Likert척도로 측정하였다.  

조작이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정보가 얼마나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해서 명시적 정보를 제공한 

조건과 명시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조건 간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M명시적 정보 제공 있음=3.04 vs. M명시적 정보 제공 없음=2.40, 

t(198)=9.05, p=.003). 즉, 명시적 정보를 제공한 조건의 참가자들은 

소비행동 포스팅 자극물을 보았을 때 명시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조건의 참가자들에 비해 좀 더 완전한 정보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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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매력도(Perceived Attractiveness)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여기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높은 포스팅 매력도 조건에는 더 매력적인 

장소의 사진을, 낮은 포스팅 매력도 조건에게는 덜 매력적인 장소의 

사진을 올린 포스팅을 제시하였다. 조작확인은 Mckechnie and 

Leather(1998)이 ‘포스팅은 내 시선을 끌었다(The post was appeal to 

me), 포스팅은 매력적이었다(The post was attractive), 포스팅은 

흥미로웠다(The post was interesting)’ 문항에 7점 척도로 응답하게 

함으로써 인지한(perceived) 포스팅 매력도를 측정하였다.  

조작이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소비행동 포스팅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느껴지는지에 대해서 높은 포스팅 

매력도 조건과 낮은 포스팅 매력도 조건 간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M높은 포스팅 매력도=4.80 vs. M낮은 포스팅 매력도=3.90, t(198)=15.42, 

p <.001). 즉, 참가자들은 포스팅 매력도가 높은 자극물을 좀 더 

매력적으로, 포스팅 매력도가 낮은 자극물을 좀 덜 매력적으로 여겼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2. 실험방법 

4.2.1. 실험 설계 및 참가자 

실험은 2(명시적 정보: 제공 있음 vs. 제공 없음) × 2(인지한 

포스팅의 매력도: 높음 vs. 낮음) 집단 간 완전 요인 설계(full factorial 

design)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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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48명의 참가자들이 Amazon Mechanical Turk(이하 

MTurk)을 통해 실험에 참여하였으나, 주어진 질문에 집중하지 않은 

참가자를 거르는 문항(Attention Check)을 통해 69명의 참가자들을 

제외하였다. 가령, 명시적 정보를 제공한 포스팅 조건에서 장소의 

이름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이름을 기입하지 않거나, 다른 

장소의 이름을 기입했을 경우 제외하였다. 총 379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여성 54%(206명), 남성 46%(173명), 평균연령은 

35.8세의 분포를 보였다. 응답자들은 명시적 정보 제공 있음과 높은 

포스팅 매력도 101명, 명시적 정보 제공 있음과 낮은 포스팅 매력도 

88명, 명시적 정보 제공 없음과 높은 포스팅 매력도 100명, 명시적 

정보 제공 없음과 낮은 포스팅 매력도 90명으로 분포를 보였다. 본 

실험을 소셜미디어와 관련해서 당신의 생각을 알아보는 설문이라고 

소개하였으며, 참여시 $0.2를 제공하였다. Mturk을 사용한 설문은 

전통적 방식의 설문이나 실험과 비슷하게 높은 신뢰도를 가지며, 좀 더 

폭넓은 계층의 참가자를 모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을 

가진다(Buhrmester et al., 2011; Holden et al., 2013).  

 

4.2.2. 실험 과정 

먼저, 참가자들이 주어진 소비행동 포스팅에 몰입하게 한 후, 

실험에 얼마나 충실하게 참여했는지(Attention Check)로 포스팅에서 본 

장소의 이름을 제시하라고 하였다. 명시적 정보를 제공한 포스팅 

조건에서는 장소의 이름을 제공할 수 있지만, 명시적 정보를 제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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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포스팅 조건에서는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고 기입하였는지를 

체크하였다.  

그 후, 명시적정보 제공 조작이 잘 되었는지를, 포스팅 매력도 

조작이 잘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조작확인 질문을 하였다. 다음으로, 

행동의도를 측정하기 위해 2가지 질문인 정보를 더 얻기 위해 소비행동 

포스팅 자극물에 나와있는 장소에 대해서 얼마나 더 찾아보고 싶은 지, 

얼마나 더 방문하고 싶은지를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호기심을 

측정하기 위해 3가지 질문인 포스팅에 대해 얼마나 궁금증을 느꼈는지, 

포스팅을 봤을 때 얼마나 상황에 했다고 느꼈는지, 포스팅 속 장소에 

대해서 찾아보는 것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를 측정하였다.  

 

4.2.3. 측정방법 

명시적 정보제공(Explicit vs. Non-Explicit information) 조작 

참가자들은 가상의 소셜미디어 포스팅을 제시 받았다. 명시적 

정보를 제공한 소비행동 포스팅 조건에게는 장소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포스팅을, 명시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소비행동 포스팅 조건에게는 

장소정보가 명시 되어있지 않은 포스팅을 제시하였다. 

조작확인 질문은 Menon and Soman(2002)의 연구의 방법을 

사용해 포스팅이 제공하는 정보가 얼마나 완전하다고 생각하는지(In 

your opinion, How complete (or adequate) was the information that 

the post provided about the place?)문항에 대해 불완전함(1)과 

완전함(7)을 양극단 7점 Likert척도 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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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매력도(Perceived Attractiveness) 조작  

높은 포스팅 매력도(High Attractiveness)조건에게는 사전조사에서 

확인하였던 매력도를 높게 인지한 사진을, 낮은 포스팅 매력도(Low 

Attractiveness) 조건에게는 매력도를 낮게 인지한 사진을 제시하였다.   

포스팅 매력도는 Mckechnie and Leather(1998)의 방법을 

사용하여 ‘포스팅은 내 시선을 끌었다(The post was appeal to me), 

포스팅은 매력적이었다(The post was attractive), 포스팅은 

흥미로웠다(The post was interesting)’에 7점 척도로 응답하게 

함으로써 인지한(perceived) 포스팅 매력도를 측정하였다.  

 

호기심 (Curiosity)   

호기심은 Menon and Soman(2002)의 연구와 Thomas and 

Vinuales(2018)의 연구에서 호기심을 세 가지 항목으로 측정하고, 

타당성 확인분석을 한 후 이를 호기심을 측정하는 하나의 질문으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도 이를 사용하여 ‘얼마나 이 포스팅에 대해서 

궁금한지(curious), 얼마나 이 포스팅을 볼 때 몰입했다고 

느꼈는지(involvement), 얼마나 포스팅에 제시된 곳에 관심이 

있는지(interested)’에 대해서 매우 동의하지 않음(1)과 매우 

동의함(7)을 활용해 양극단 7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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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의도 (Behavioral Intention)   

행동의도는 Menon and Soman(2002)의 연구와 Thomas and 

Vinuales(2018)연구의 방법을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정보를 더 얻기 

위해서 얼마나 더 검색하는 노력을 할 의향이 있는지(I would like to 

search about the place in order to get more information), 포스팅에 

제시된 장소에 얼마나 방문하고 싶은 의향이 있는지(I would like to 

visit the place featured in the post)”에 대해서 매우 동의하지 

않음(1)과 매우 동의함(7)을 활용해 양극단 7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4.3. 실험결과  

조작 확인 

명시적 정보제공의 유무가 잘 조작되었는지를 확인한 결과, 

사전조사와 마찬가지로 명시적 정보제공을 한 포스팅은 좀 더 완전한 

정보를 받았다고 인지한 것으로(M명시적 정보 제공 있음=4.05, SD=1.64), 

명시적 정보제공을 하지 않은 포스팅은 완전한 정보를 받지 않았다고 

인지한 것으로(M명시적 정보 제공 없음=1.93, SD=1.42) 여기는 정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377)=13.442, p=.002).  

포스팅 매력도가 잘 조작되었는지를 3가지 항목(α=.912)을 

사용하여 확인한 결과, 사전조사와 마찬가지로 포스팅 매력도가 높은 

자극물을 좀 더 매력적으로(M높은 포스팅 매력도=5.19, SD=1.37),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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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도가 낮은 자극물을 좀 덜 매력적으로(M낮은 포스팅 매력도=3.43, 

SD=1.59) 여기는 정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377)=11.543, 

p=.006).  

타당성 확인 

호기심 변수에 대해서 ‘포스팅에 대해서 얼마나 궁금증을 느꼈는지, 

포스팅을 봤을 때 얼마나 상황에 몰입했다고 느꼈는지, 포스팅 속 

장소에 대해 찾아보는 것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등 3가지 항목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뢰도 값은 높게 나타났다(α=.904).  

행동의도 변수에 대해서 ‘포스팅 속 장소에 대해서 정보를 더 얻기 

위해 검색해 보고 싶다, 포스팅 속 장소에 방문해보고 싶다’ 등 2가지 

항목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뢰도 값은 높게 

나타났다(α=.870). 

 

가설의 검정  

먼저, 소비행동 포스팅의 명시적 정보 제공 유무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효과(가설 1)를 검정하기 위해 명시적 정보를 단일독립변수로 

한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행동의도는 

명시적 정보 제공의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1,377)=19.00, p <.001). 즉 명시적 정보를 제공한 소비행동 

포스팅의 경우(M=4.79, SD=1.74), 명시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소비행동 포스팅의 경우(M=3.99, SD=1.85)에 비해 행동의도가 더 



 

 22 

높게 나타났다.   

표1. 명시적 정보 제공의 유무에 따른 행동의도, 

 행동의도 

상황(Condition) 평균 표준편차 

명시적 정보 제공 있음(有) 4.79 1.74 

명시적 정보 제공 없음(無) 3.99 1.85 

통계량(statistics) 
F(1,377) = 19.00 

p <.001*** 

* = p<.05; **= p< .01; ***=p<.001 

 

다음으로, 소비행동 포스팅의 명시적 정보 제공 유무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효과가 포스팅의 매력도에 의해 조절된다(가설 3)는 것을 

검정하기 위해 명시적 정보(제공 있음 vs. 제공 없음)과 포스팅 

매력도(높음 vs. 낮음)을 독립변수로 하는 2X2 이원요인분석(two-way 

ANOVA)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2와 같고, 두 변수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99).  

표2. 행동의도에 대한 이원요인분석(2-way ANOVA on Behavioral Intention), 

 SS df MS F Sig 

명시적 정보 56.65 1 56.65 21.89 .001 

포스팅 매력도 238.42 1 238.42 92.12 .001 

명시적 정보 

*포스팅 매력도 
7.07 1 7.07 2.73 .099 

오차 970.52 375 2.59   

전체 1276.98 378    

* = p<.05; **= p< .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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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포스팅 매력도에 따른 명시적 정보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포스팅 매력도의 수준(높음vs.낮음)에 따른 단순주효과(simple 

effect) 분석을 실시한 결과, <그림 2>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포스팅 

매력도가 높을 때 명시적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M명시적 정보 제공 있음=5.66, 

SD=1.25)에 명시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M명시적 정보 제공 

없음=4.61, SD=1.68)보다 행동의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F(1,375)=21.34, p <.001, η2=.054). 즉, 높은 포스팅 매력도의 경우 

명시적 정보의 단순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강하게(p 

<.001) 보였다. 반면에, 포스팅 매력도가 낮을 때에는 명시적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M명시적 정보 제공 있음=3.80, SD=1.69)에 명시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M명시적 정보 제공 없음=3.29, SD=1.78)보다 

행동의도가 유의하게 높아지긴 하였으나(F(1,375)=4.31, p=.038, 

η2=.011), 낮은 포스팅 매력도의 경우 명시적 정보의 단순주효과가 

보이는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상대적으로 약하게(p=.038)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단순주효과 분석의 결과는 포스팅 매력도의 

수준(높음vs.낮음)이 명시적 정보와 행동의도 간의 관계를 

제한적으로(marginally) 조절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포스팅의 

매력도가 높을 때는 명시적 정보를 제공한 소비행동 포스팅을 보았을 때 

행동의도가 높아지는 효과(가설1)가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포스팅의 

매력도가 낮을 때는 명시적 정보를 제공한 소비행동 포스팅을 보았을 때 

행동의도가 높아지는 효과(가설1)가 약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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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포스팅 매력도의 수준에 따른 단순주효과(Simple Effect) 분석 

 

매개효과의 검증 

본 연구가 제안한 매개변수인 호기심(curiosity)이 앞서 살펴본 

명시적 정보 제공과 포스팅 매력도의 효과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매개된 조절효과(mediated moderation)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호기심을 종속변수로 한 분산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산분석 결과, 호기심이 명시적 정보 제공의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1,375)=16.59, p <.001). 즉 

명시적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M명시적 정보 제공 있음=4.42, SD=1.61)에 

명시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M명시적 정보 제공 없음=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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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1.70)에 비해 호기심이 높게 나타났다. 호기심은 포스팅 매력도의 

수준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1,375)=118.19, p <.001). 

즉 명시적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M높은 포스팅 매력도=4.87, SD=1.38)에 

명시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M낮은 포스팅 매력도=3.25, 

SD=1.58)에 비해 호기심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호기심을 종속변수로 하고 명시적 정보와 포스팅 

매력도를 예측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는 표3과 

같고, 명시적(Explicit) 정보 제공의 주 효과(β=-1.27, t=-2.75, 

p=.006), 포스팅 매력도(Perceived Attractiveness)의 주 효과(β=-

3.17, t=-3.01, p=.003)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두 변수 간의 

상호작용 효과(β=.44, t=1.49, p=.137)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3. 호기심에 대한 회귀분석(Regression on Curiosity), 

종속변수 독립변수 β t p  

호기심 

명시적 정보 -1.27 -2.75 .006** 

포스팅 매력도 -3.17 -3.01 .003** 

명시적 정보*포스팅 매력도 .44 1.49 .137 

수정된 R2= .270 

 F=46.15, p <.001*** 

* = p<.05; **= p< .01; ***=p<.001 

포스팅 매력도에 따른 명시적 정보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포스팅 매력도 수준(높음 vs. 낮음)에 따른 단순주효과(simple effect)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4와 같고, 포스팅 매력도가 높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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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M명시적 정보 제공 있음=5.28, SD=1.19)에 

명시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M명시적 정보 제공 없음=4.45, 

SD=1.44)보다 호기심이 유의하게 높았다(p <.001). 즉, 매력도가 높은 

포스팅의 경우 명시적 정보의 단순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375)=16.48, p <.001, η2=.042). 한편, 포스팅 

매력도가 낮을 때 명시적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M명시적 정보 제공 있음=3.44, 

SD=1.46)에 명시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M명시적 정보 제공 

없음=3.06, SD=1.68)보다 호기심이 유의하게 높지 않았다(p=.077). 즉, 

매력도가 낮은 포스팅의 경우 명시적 정보의 단순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1,375)=3.14, p=.077, η2=.008).  

표4. 포스팅 매력도의 수준에 따른 일변량검정 

종속변수: 호기심 

포스팅 매력도 SS d.f MS F Sig η2 

높음 
대비 34.37 1 34.37 16.48 .001*** .042 

오차 782.27 375 2.09    

낮음 
대비 6.56 1 6.56 3.14 .077 .008 

오차 782.28 375 2.09    

* = p <.05; **= p < .01; ***=p <.001 

이러한 단순주효과 분석의 결과는 포스팅 매력도의 높고 낮음이 

명시적정보와 호기심과의 관계를 조절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포스팅의 

매력도가 높을 때는 명시적 정보 제공의 유무가 호기심에 미치는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포스팅의 매력도가 낮을 때는 명시적 정보 제공의 

유무가 호기심에 미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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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의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매개된 조절효과 분석을 위해 명시적 

정보(제공 있음 vs. 제공 없음)을 독립변수(X)로, 포스팅 매력도(높음 

vs. 낮음)를 조절변수(W)로, 그리고 호기심을 매개변수(M)로 

설정하였고, Hayes(2013) PROCESS 모델 8번을 사용하였다. 

검증결과를 정리한 표5을 살펴보면, 호기심은 명시적 정보 제공과 

포스팅 매력도의 효과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ootstrap 95% confidence interval [CI]: [-.405, -

.026]).  

표5. 행동의도에 대한 회귀분석(Regression on Behavioral Intention), 

종속변수: 행동의도 

독립변수 β t p 

95% CI 

LL LL 

명시적 정보(X) -.436 -1.46 .144 -1.021 .150 

포스팅 

매력도(W) 
-.613 -.90 .368 -1.950 .724 

X*W 
.143 .74 .455 -.232 .517 

호기심(M) 
.913 27.67 .001*** .848 .978 

수정된 R2= .751, F=281.45, p<.001*** 

Direct effect of X on Y: β=-.216, p =.026, [CI]: [-.405, -.026] 

* = p<.05; **= p< .01; ***=p<.001 

한편, 표 6을 통해, 조절변수인 포스팅 매력도의 각 수준별 조건부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높은 포스팅 매력도의 경우(β=-.755, CI=[-

1.104, -.422])에 의한 조건부 간접효과는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낮은 포스팅 매력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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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β=-.350, CI=[-.766, .079])에 의한 조건부 간접효과는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고 있어 유의하지 않았다.  

표 6. 조절변수의 각 수준별 조건부 간접효과(Conditional indirect effect) 

종속 변수 포스팅 매력도 β SE 
95% CI 

LL UL 

행동의도 
높음 -.755 .172 -1.104 -.422 

낮음 -.350 .217 -.766 .079 

 

5. 결론 

5.1. 연구 결과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를 통해 소비행동 포스팅에서 명시적 정보 제공의 유무가 

소비자의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명시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Non-Explicit) 포스팅에 비해, 명시적 정보를 

제공한(Explicit) 포스팅을 보았을 때 호기심이 더 증가하고 이는 더 

높은 행동의도로 이어졌다. 명시적 정보를 제공했을 때 행동의도 가 

증진되는 효과는 소비자가 포스팅을 매력적으로 인지할 때에 더 강하게 

나타났다. 한편, 포스팅을 매력적으로 인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와 

같은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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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호기심의 부분매개(Partial Mediation) 모델 

본 연구는 매개변수로 제시한 호기심이 명시적 정보 제공과 포스팅 

매력도의 효과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부분매개(Partial 

Mediation)함을 밝혔다. 호기심이 모델을 완전매개가 아닌 부분매개를 

하기 때문에,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호기심 유발을 거치지 

않고도 포스팅의 매력도가 높을 때 명시적 정보를 제공한 소비행동 

포스팅에 따른 행동의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포스팅의 매력도가 낮을 때 명시적 정보를 제공한 소비행동 포스팅에 

따른 행동의도가 높아지는 효과는 다소 약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명시적 

정보를 제공한 포스팅이 호기심을 증가시켜서 행동의도를 높인다는 것을 

제시한 본 모델에 따르면, 표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포스팅을 

매력적으로 인지한 조건에서만 유효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실증연구를 통해 가설 1, 가설 2, 가설 3-a는 지지되었으나, 가설 3-

b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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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인 소비자행동 포스팅의 명시적 정보 제공, 

그리고 조절변수인 포스팅 매력도를 모두 조작하였고, 조작확인을 통해 

이를 네 가지 조건으로 나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포스팅 

매력도를 조작하지 않고 측정하였다면 독립변수와 서로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두 변수가 독립적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5.2. 연구의 시사점   

주로 글형태의 온라인 구전정보가 소비자의 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던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본 연구는 이미지를 통해서 

공유되는 소비 행동 포스팅(Posting Photo of Purchase on Social 

Media)을 본 소비자의 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타인의 소비행동 포스팅에 대한 소비자행동 연구는 효과적인 소비행동 

포스팅 유도를 위해서 필요한 연구 주제라고 생각한다. 소셜미디어에서 

자신의 소비경험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타인과 커뮤니케이션하는 행동, 

타인이 올린 포스팅을 가볍게 탐색하는 행동은 하나의 여가 활동으로 

일상 속에 자리 잡았기에, 소비행동 포스팅은 소비자로 하여금 타인의 

소비에 대해 탐색해보려는 욕구를 일으킬 수 있고 구매욕구를 자극할 수 

있다. 따라서 하루 평균 7천만장의 사진이 올라오는 소셜미디어 속에서 

어떠한 형태의 소비행동 포스팅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끄는지 탐색해보는 

것은 효과적인 소셜미디어 마케팅 방안을 제시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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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Ⅰ 

 

 

 

실험자극물1.                           실험자극물2. 

높은 매력도x명시적정보 제공 있음       높은 매력도x명시적정보 제공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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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Ⅱ 

 

 

 

실험자극물3.                           실험자극물4. 

낮은 매력도x명시적정보 제공 있음       낮은 매력도x명시적정보 제공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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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sting Photo of Purchase  

Without Explicit Information 
 

 

Ja Eun Kim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Market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social media, sharing consumption experience with others 

and searching for other people's posts has become a daily leisure 

activity for consumer. The image-based social media "Instagram", 

which allows users to easily post their own experiences with photos, 

information about places, information about objects, and their 

emotional state with hashtags, has led to the spread of Posting 

Consumption Behavior. Posting photo of purchases on social media 

causes consumer to search for more information about the 

consumption and drive the desire to purchas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posting photo of purchase without explicit information on Consumer 

Behavior. This paper delineates [1] the effects of non-expli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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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on behavioral intention through the mediating role of 

curiosity and [2] the moderating role of perceived attractiveness of 

the posting. The findings shed light on substantial influences of 

posting purchases on the consumption stage of consumer behavior. 

From a managerial point of view, this research also has a practical 

value. It offers a deeper understanding of posting consumption 

behavior, which can provide an effective way for marketers to drive 

social media posting.           

 

Keywords: Social Media, Posting consumption behavior, explicit 

information, curiosity, Behavioral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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