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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구전 마케팅의 지적 구조를 분석하고, 구전 마케팅 학계

내의 주요 연구자를 확인해보고자 수행되었다. 지핑재핑(zipping zapping)

으로 대변되는 광고회피현상 속에서 기업들은 소비자에게 다가가려

하지만 소비자는 빠져나가려한다. 그러나 냉정해 보이는 소비자도

자신과 가까운 사람의 경험이나 추천은 광고로 느끼지 않는다. 구전

마케팅은 바로 이 점에 착안하여 소비자에게 자사의 상품 혹은 서비

스를 알리는 마케팅 기법이다. 구전마케팅은 최근 전통적 마케팅의

대안으로 부상하며 학계와 산업계를 불문하고 세간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구전을 연구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구전에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 구전마케팅의 경향과 흐름을 읽어주고,

그들이 보다 발전적인 구전마케팅 방안을 고안하는데 도움을 주는 데

있다.

연구를 위해 마케팅 학계의 5개 대표 학술지(Journal of Marketing,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Marketing

Science)를 선정하였다. 기술한 학술지에서 수집된 논문을 바탕으로

3947명의 인용저자를 추출하였고, 이 중 인용 빈도가 높은 26명의 저

자 군을 분석대상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그들 간 동시인용

빈도행렬을 작성하였고, 해당 행렬의 상관계수 행렬을 활용하여 요인

분석 및 군집 분석, 다차원척도법을 실시하였다. 앞서 기술한 분석결

과를 토대로 하여 구전 마케팅의 지적 구조를 완성하였다. 마지막으

로 네트워크 분석에서 도출해 낸 중심성과 제약성 수치를 이용하여

구전 마케팅 분야의 허브와 브로커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구전 연구는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질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각 군집의 키워드를 통하여 이들의 특징을 살펴보았고, 구전

의 효과에 대한 연구와 구전의 확산에 대한 연구가 구전마케팅에

대한 연구 중에서 가장 큰 군집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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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구전 마케팅 네트워크 내에서 연결정도가 가장 높아 허브가 되

는 저자는 David Godes이고, 제약성이 낮아 브로커가 되는 저자는

Michael Trusov인 것으로 나타났다.

Key Words: 구전마케팅, 지적구조, 사회 연결망 분석, 저자 동시인용

분석, 허브, 브로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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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구전(word of mouth, 口傳)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형태

의 비공식 전달 과정을 의미한다. 구전을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으로 간주

하여 구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우리는 흔히 사람을 사회

적 동물이라고 한다. 다른 고등 영장류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타인과의

교류 속에서 삶을 영위한다. 이렇듯 한 명의 사람이 집단 속에서 타인과

교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의사소통’이다. 범람하는 광고의

홍수 속에서 소비자들은 더 이상 기업의 달콤한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 그들은 끊임없이 의심하고, 다른 정보를 찾으려고 노력한다. 기

업은 그리고 학계는 이러한 성향을 가진 소비자를 ‘현명한 소비자’ 혹은

‘합리적 소비자’라고 일컫는다. 비록 기업의 광고 속 정보를 쉽게 믿지

않는 소비자라고 하더라도 그들과 같은 집단 내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이

들에게까지 냉철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앞서 말했듯

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고 집단 내에서 살아가야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

하다. 바로 이 점을 활용한 마케팅 기법이 ‘구전마케팅’이다. 기술의 발달

로 매체가 확장되었기 때문에 구전은 이제 더 이상 입에서 입으로 전달

되는 정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매체

뿐 아니라 기사를 비롯한 각종 게시물에 등록된 댓글도 구전의 역할을

한다. 이처럼 구전의 영향력은 점차 강해지고, 이에 대한 연구도 점차 늘

어나고 있다. 특히, 기업 간 광고 경쟁의 심화로 인하여 그 효과가 떨어

지고 있는 기존의 매스 미디어 상업 광고에 대한 대안으로 구전마케팅은

기업들의 관심과 마케팅연구의 주된 대상이 되었다(배정호, 신범준, 김병

도 2010). 하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국내외를 불문하고 구전 마케팅을



2

주제로 한 연구들이 많이 발표되었으며,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축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전 마케팅의 주된 연구동향, 주제, 지적구조

등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복잡한 사회 속에서 개인 간, 집단 간 관계규명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

다. 단순히 복잡한 사회를 보는 것 뿐 아니라, 복잡함 속에서 일종의 질

서를 발견하고, 구조를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 방법이 바로 “사회 연결망

분석기법”이다. 사회 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SNA)에서는

각 사람들을 점으로, 그리고 사람들 간의 관계를 선으로 나타낸다. 그 중

에서도 학자들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연구 문헌에서 인용된 논문을 계량

적으로 분석하는 방법 중 하나인 동시인용 분석기법이 여러 분야에서 널

리 쓰이고 있다. 이는 계량서지학의 여러 분야 중 하나로서, 70년대에 들

어서서 주목을 받게 되었으며, 어떤 학자가 자신의 새로운 논문에 다른

두 저자의 논문을 동시에 인용할 경우에 발생한다. 인용된 논문을 분석

하면 해당 연구의 이론적, 실증적 토대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반을 둔 분석 기법이 바로 동시인용기법이다(Acedo, Barroso,

Casanueva, and Galan 2006).

2. 연구의 목적

본 논문은 동시인용기법과 사회연결망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동시에 인

용된 두 저자 사이”에서 동일한 학파, 동일한 패러다임 혹은 동일한 이

론이 존재한다는 가정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위에서 언급한

동시인용 분석기법은 메타 분석(Meta-analysis)과 같이 여러 관련 문헌

들 간의 관계를 다룬다. 그러나 메타 분석은 개별 연구들을 종합하여 통

계적으로 변수들 간의 관계를 밝혀 연구 결과의 정밀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반면(Glass, McGaw, and Smith 1981),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동시인용기법을 활용한 사회연결망 분석은 각 연구자들의 연결 관계

분석을 통해 연구 관계망이 어떻게 형성되고 확산되는가를 탐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메타 분석과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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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까지 수행되어온 해외

마케팅 저널의 연구 중 구전에 대한 연구가 나타내고 있는 지적구조를

파악하고, 둘째, 해외에서 이루어진 구전마케팅에 대한 연구가 어떠한 군

집을 이루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 각 군집의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셋

째,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을 통해 해외 구전마케팅 연구영역에서 영향력

이 큰 학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브로커가 될 수 있는 학자가 누구인지

규명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기 결과를 통한 시사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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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관련 연구를 검토하여 분석대상을 설정하고, 분석대상에서

추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실증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을 제시하고 연구의 구성을 소개하였다.

제2장은 기존 문헌을 검토하는 장으로 구전마케팅과 사회연결망 분석,

저자동시인용 분석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고, 향후 실증연구를 위

한 이론적 바탕을 마련하였다.

제3장은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증 연구를 서술한 장으로서 분석대상을

선정하고, 지적구조를 확인하기 위한 여러 연구를 실시하였다. 해당 실증

연구는 크게 두 가지를 보기위하여 수행되었는데, 첫째는 구전마케팅

연구 영역의 지적구조를 확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구전마케팅 연구영역

에서 영향력이 있는 저자를 선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본 연구의 요약을 비롯하여 결론, 시사점,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논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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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문헌 연구

제1절 구전(Word-of-Mouth)마케팅에 관한 연구

1. 구전마케팅의 정의

소비자 간 정보 교환인 구전(WOM; word-of-mouth)에 대한 연구는

최근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비롯한 유비쿼터스 인터넷이 가능

하게 하는 IT 기술의 발달로 인해, 경영/경제, 정치학, 사회학 등에서 활발

하게 진행되고 있다. 제품 또는 제품 정보의 확산은 일방향 채널인 매스

커뮤니케이션(mass communication)과 소비자들 간에 양방향 정보 전달

채널인 구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이루어진다(정재학,

김영찬 2004). 구전이란 말은 1954년 Fortune지에 소개된 Whyte(1954)의

고전적인 마케팅 연구에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다. 구전 커뮤니케이션이

란 사람들이 자신의 상업적 이익과 무관하게 대화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정보를 전달, 획득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정의를

달리하고 있지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정보의 흐름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적인 전제를 같이 하고 있다(황의록, 김창호 1995). 또한 구전은 정

보 전달자가 기업의 이해관계와는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제품, 서비스를

사용한 후, 평가한 점을 정보 수용자에게 전달하므로 상업 광고보다

효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인식될 수 있다

(Silverman 2011). 실제로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의 연구에 따르면, 구전

은 구매결정에 20 - 50%이상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구전

의 효과는 소비자가 제품을 처음 구입할 때와 제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쌀 때 극대화 된다(Jacques, Jonathan, and Ole 2010). 이는 구전이 믿

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수반되는 위험을 낮추

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며, 구전의 효과는 발신자의 전문성(Arndt

1967), 제품에 대한 소비자 관여도와 지식(양윤, 조문주 2000)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또한 Villanueva, yoo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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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sens(2008)에 따르면 마케팅 활동은 기업의 단기적 가치를 증진시

키는데 비해, 구전은 장기적 가치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2. 온라인(Online) 구전마케팅에 관한 연구

최근에는 IT 기술의 발달로 인해 온라인 구전(eWOM: Electronic

Word of Mouth)의 역할이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과거에는 면대면의

직접적 만남을 통한 구전이 주를 이루었지만,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가 그 기능을 대체,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의 발달

은 구전을 이제 사회 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수단 중

하나로 부상하게 하였다(이은영 외 2005). Godes(2004)는 시청률과 구전

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지는

구전이 특정 프로그램의 시청률에 영향을 미침을 실증하였다. 김나민 외

(2004)의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공신력이

있는 쇼핑몰일수록, 제품지식과 인터넷 활용도가 낮을수록, 부정적 또는

양면적 메시지일수록 구전정보를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영

외(2005)의 연구에서는 커뮤니티 상호작용, 사용자 통제성, 정보의 동의

성과 생생함 등이 온라인 구전효과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전성률

과 박현진(2003)은 부정적 구전정보의 유형과 제품유형에 따른 구전효과

에 차이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또한 2011년에는 포춘의 500개 기업 중

약 83%의 기업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여 그들의 고객과 소통하고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Rebecca Walker Naylor, Cait Poynor Lamberton, &

Patricia M. West 2012). 이처럼 구전의 효과와 그 영향력에 관해서는 학계

와 산업계 모두의 관심이 매우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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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사회연결망 분석에 관한 연구

1. 사회연결망 분석의 정의

기술의 발전으로 사람들 간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가 짧아지고, 관계는 더

욱 중요해지고 있다. 사회연결망 분석은 점과 선을 활용하여 각 구성원들의

군집을 확인하고, 그 중 네트워크 내에서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구성원을

파악하고 그들의 역할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Bogatti 2006; 이희태,

김병도 2013). 사회연결망 분석은 네트워크 내의 각 구성원은 점(node)으로,

그들 간의 관계는 선(tie)으로 표현한다. 네트워크 구조 분석에서 학자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 주요 구성원은 허브(hub)와 브로커(broker)이다.

먼저 허브와 브로커를 간단한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1>과 같다.

<그림1> 허브(Hub)와 브로커(Broker)

<그림1>에 나타낸 점들은 네트워크 내의 구성원을 의미하고, 각 구성

원을 연결하는 선은 구성원들 간의 관계(relation)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

서 네트워크의 구성원은 구전마케팅 연구자들이고, 그들 간의 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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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인용이다. 즉 그들의 연구가 동시인용 되었다면 그들 간에는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림1>에 나타난 바

와 같이 전체의 큰 군집 안에는 여러 개의 작은 군집이 존재한다. 각

군집은 또한 해당 군집에 속한 구성원들과 그들 간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허브는 여러 노드들과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는 구성원을 의미한

다. 군집1에서는 허브1이 군집2에서는 허브2가 각 군집의 허브인 구성원

이다. 그리고 군집1과 군집2를 연결시켜주는 구성원을 브로커라고 칭한

다. 즉, 전체 네트워크 군집 내에는 여러 개의 하부 네트워크 군집이 존

재하고, 하부 군집 사이를 연결해주는 존재가 바로 브로커인 것이다. 앞

서 기술하였듯이 네트워크 분석에서 허브와 브로커의 존재는 매우 중요

하기 때문에 허브와 브로커가 네트워크 내에서 가지게 되는 영향력에 대

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있다(Watts, Dodds 2007; Katona, Zubcsek,

and Sarvary 2011; 이희태, 김병도 2013).

2. 허브(Hub)와 브로커(Broker)에 관한 연구

Watts와 Dodds (2007)는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허브의 영향력을 검증하

고자 하였다. 그들의 연구는 허브의 역할이 크게 중요하지 않으며, 초기

정보 수용자의 수가 정보의 전파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

하였다. 반면 홍재원 외(2007)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의 회원들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 허브와 브로커가 모두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허브는 확산의 초기에 중요하고, 브로커는 확산이

진행됨에 따라 중요해지는 요소임을 밝혀내었다.

이희태와 김병도(2013)는 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제품구매에 있어서 브로커와 허브의 역할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자신이 브로커인 상황에서는 제품의 구매 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이웃에 제품을 구매한 브로커가 있을 경우에 소비자의 구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밝혀냈다. 또한 허브는 스스로의 구매 가

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상품을 구매한 허브를 이웃에 둔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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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상품의 구매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이 연구는 Katona, Zubcsek, Sarvary(2011)의 허브에 관한 연구 결과가

한국 소비자에게도 같이 적용됨을 확인한 연구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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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저자 동시인용 분석 방법론에 관한 연구

1. 저자 동시인용 분석의 정의

학문의 지적구조란 학문의 지적체계, 곧 구조화 된 학문체계를 의미한다

(김민 2009). 한 분야의 지적구조를 파악하는 이유는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연구들의 동향과 방향, 주제, 발전방향을 파악하고, 향후 연구에 대한 전망

및 제언을 하기 위함이다.

계량정보학의 한 방법인 저자동시인용 분석방법은 분석단위를 문헌으로부

터 저작물 총체로 바꾸어 저자의 동시인용빈도수와 그 외의 다른 통계기법

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김민 2009). 즉, 저자 A와 B가 각각 논문을 발

표한 이후에 저자 C가 저자 A, B의 연구를 동시에 인용하여 연구를 수행하

였다면, 저자 C가 판단했을 때 저자 A와 B의 연구에는 유사성이 있다고

여긴 것이고, 이 상황에서 A와 B는 관계가 있다고 파악하는 것이 저자동시

인용 분석방법이다. 단일저자 인용은 그 주제나 패러다임에서 모호한 측면

이 존재한다. 하지만 Small(1973)의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동시인용빈도가

높을수록 해당 문헌의 주제에는 밀접한 관계 혹은 유사성이 존재한다. 따라

서 우리는 저자 동시인용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동시인용빈도가 높을수록

해당 문헌들의 주제에서 상호 유사성이 존재하고 동일 패러다임이 존재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2. 저자 동시인용 분석기법의 절차

저자동시인용기법을 이용하여 특정 주제 분야의 학문구조 변화를 추적해

서 분석한 연구로서는 Hopkins(1984)의 연구가 최초이다. 그는

Mullins(1977)가 미국 사회학 분야에서 새로이 생성되고 있는 두 개의 이론

집단이라고 규명한 인과이론과 민족적 방법론에 대한 추적연구를 통하여

두 연구 영역이 사회학 분야의 학문구조에 나타나고 있음을 밝혀

Mullins(1977)의 예측이 실현된 것을 확인하였다. McCain(1990)은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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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을 통해 저자 동시인용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동시 인용된 저자들 간의

지적구조를 파악하는 6가지 단계를 제시하였다. 그의 방법에 따르면, 저자

동시인용 분석기법은 먼저 분석에 활용될 저자를 선택 및 수집하고 저자

간 동시인용 빈도를 측정한 후, 그들 간의 동시인용 행렬을 만든다. 다음으

로 앞서 만든 행렬을 상관계수 행렬로 변환한 후에 군집분석 및 요인분석

을 실시하여 저자 간 군집을 파악한다. 그 후에 다차원척도법

(Multidimensional Scaling)을 통해 각 저자 간 거리를 측정하고, 이를 해석

하는 것까지 총 6단계로 이루어진다. 이를 요약하면 1)저자 선정, 2)동시인

용 빈도 행렬 작성, 3)상관계수 행렬로 변환, 4)요인 및 군집분석, 5)다차원

척도법을 통한 거리측정, 6)해석의 단계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McCain(1990)이 제시한 저자 동시인용 분석방법의 단계를 따르되, 저자들

의 지적구조를 나타내는 방법은 MDS와 함께 Ucinet이라는 네트워크 분석

도구를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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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실증 연구

제1절 자료수집

1. 분석대상 저널 선정

<표1> 2014년 마케팅관련 학술지의 영향력 지표

Rank Abbreviated  Journal Title
Total  
Cites Impact  

Factor

5-Year
Impact
Factor

1 Journal of Marketing 13636 3.819 6.682

2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1227 2.783 4.776

3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4705 3.410 4.518

4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0909 2.660 3.796

5 Marketing Science 4122 2.208 3.012

본 연구에서는 학술지의 영향력 지수를 기준으로 5개의 학술지를 선정

하였다. Journal of Marketing,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Marketing Science가 바로 본 연구에서 사용될 데이터를 추출할 5개의

학술지 이다. 영향력지표(Impact Factor)는 학술지의 평가지표 중 하나로

서 학술지의 최근 2년 동안의 논문 1편당 평균 피인용횟수를 의미한다.

영향력지표가 높다는 것은 곧 해당 학술지가 특정 분야의 연구경향을

선도 혹은 반영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5년간의 영

향력지표 순위로 학술지를 정리하였고, 1 - 5위까지의 학술지를 선정하

였다. 각 학술지의 최근 5년간 영향력지표는 3 이상이다. 선정한 5개 저

널의 1991년부터 2014년까지 발행된 구전마케팅 관련 논문은 총 129편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한 129편의 논문이 인용한 5028편의 논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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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인용된 논문 5028편의 총 저자 수는

3947명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2. 분석대상 저자 선정

3947명의 인용저자 중에서 자기인용을 제외한 총 인용횟수가 8회 이상인

저자는 70명 이었고, 이 중 구전마케팅을 주제로 한 논문을 집필한 26명을

추출하여 그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저자들의 문헌은 1983년부터 2011년까지 누적된 연구들이다. 여기서 8회

이상 인용되었다는 것은 앞서 선택한 5개 학술지에 발행된 구전마케팅

관련 129편의 논문 중 8편 이상의 논문이 <표2>에 열거된 저자의 논문을

인용하였음을 의미한다.

<표2> 구전연구 저자목록

이름 논문 수 인용 수 이름 논문 수 인용 수

D Godes 6 54 XM Luo 13 15

JA Chevalier 1 38 J Eliashberg 5 15

Y Liu 3 30 EW Anderson 3 13

C Van den Bulte 7 24 DJ Watts 6 12

C Dellarocas 5 21 R Iyengar 2 11

V Mahajan 9 20 J Arndt 2 11

FM Bass 4 19 P Manchanda 3 11

M Trusov 2 18 D Mayzlin 2 10

JJ Brown 1 18 RK Srivastava 2 10

ML Richins 6 17 E Dichter 1 10

J Goldenberg 9 16 XX Li 2 9

WW Moe 9 16 J Villanueva 1 9

PM Herr 3 16 R Neelamegham 2 9



14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저자들의 총 피인용 합계는 451회이다. 선정된 저

자들 중 가장 많이 인용된 저자는 David Godes이며, 그가 저술한 논문

들의 총 인용 수는 54번이다. 또한 그의 대표적인 논문은 2004년

Marketing Science에 게재된 “Using Online Conversations to study

Word-of-Mouth Communication”이고, 해당 논문의 인용 수는 41번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 저자가 쓴 여러 논문 중 구전마케팅과 관련 없는 논문

이 인용되어 구전마케팅 연구경향에 대한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

하여 각 저자의 대표 논문을 선정하였고, 그들 간의 동시인용을 분석하

였다. 해당 방법으로 작성한 저자동시인용 행렬의 일부는 <표3>과 같다.

저자 간 동시인용 횟수를 계산하면서 한 번의 동시인용은 ‘0’으로 처리하

였다. 이는 한 번의 동시인용은 우연일 수 있으나, 2번 이상의 동시인용

은 두 문헌 간 관련이 있음을 더욱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하였기 때문이다.

<표3> 저자동시인용 행렬의 일부

　 D Godes JA Chevalier Y Liu C Van den Bulte ···

D Godes 0 　

JA Chevalier 30 0 　

Y Liu 28 21 0 　

C Van den Bulte 12 8 6 0 　

··· 8 5 4 3 0

<표3>의 행렬은 저자의 이름으로 구성된 사각 정방행렬이다. 앞서 설

명한 바와 같이 해당 행렬에는 저자 간의 동시 인용이 2번 이상 이루어

진 것만을 남겨두었다. 여기서 주의해야하는 부분이 대각선 값의 처리이

다. 대각선 값은 각 저자의 자기인용을 포함한 총 인용빈도 수를 나타내

므로, 동시인용 빈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값을 가질 수 있고, 이로 인

하여 분석결과가 왜곡 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White와 Griffith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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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이름 번호 저자이름 번호

D Godes 1 R Iyengar 14

JA Chevalier 2 E Dichter 15

Y Liu 3 J Arndt 16

C VandenBulte 4 E WAnderson 17

JJ Brown 5 J Villanueva 18

FM Bass 6 D Mayzlin 19

PM Herr 7 X MLuo 20

M Trusov 8 J Eliashberg 21

C Dellarocas 9 R Neelamegham 22

ML Richins 10 WW Moe 23

DJ Watts 11 P Manchanda 24

RK Srivastava 12 XX Li 25

V Mahajan 13 J Goldenberg 26

는 대각선 값을 조정하는 방법을 고안하였고, 이후에 McCain (1990)은

대각선 값을 결측치로 처리하는 방안이 타당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McCain (1990)의 방법을 따라서 대각선의 값을 결측치 ‘0’으로

처리하고 분석을 실행하였다. 이어지는 분석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하

여 각 저자에게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하였다. 각 저자에게 부여된 고유

식별번호는 <표4>와 같다.

<표4> 저자 식별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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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

1 1 .191 .242 .351 .268 .216 .493 .622 .632 .216 .291

2 .191 1 .541 .582 .467 .522 .377 .561 .569 .286 .406

3 .242 .541 1 .645 .511 .521 .547 .712 .652 .263 .482

4 .351 .582 .645 1 .464 .487 .593 .693 .627 .232 .568

5 .268 .467 .511 .464 1 .422 .473 .390 .456 .525 .264

6 .216 .522 .521 .487 .422 1 .567 .521 .530 .248 .304

7 .493 .377 .547 .593 .473 .567 1 .663 .601 .655 .421

8 .622 .561 .712 .693 .390 .521 .663 1 .783 .326 .490

9 .632 .569 .652 .627 .456 .530 .601 .783 1 .220 .401

10 .216 .286 .263 .232 .525 .248 .655 .326 .220 1 .151

··· .291 .406 .482 .568 .264 .304 .421 .490 .401 .151 1

제2절 저자동시인용 분석

1. 피어슨 상관계수로 변환

동시인용 빈도 행렬의 단순한 빈도수 차이로 인해 저자 간 관계의 유사

성과 상이성 파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를 피어슨 상관계수행렬로

변환시켰다(McCain 1990). <표5>에 저자동시인용 상관계수 행렬의 일부

를 제시하였다. 상관계수 행렬에서 0.7이상의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저자

쌍은 총 19쌍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5>저자동시인용 상관계수 행렬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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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인분석 및 군집분석에 따른 구전연구의 하위 주제 파악

McCain(1990)은 저자의 하위주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요인분석과 군집

분석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앞서 도출한 상

관계수 행렬을 요인분석 및 군집분석의 입력데이터로 사용하여 구전연구

의 하위 연구영역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먼저 요인분석의 결과는 <표6>

과 같다.

<표6> 요인분석 결과

저자
번호

성분 저자
번호

성분

1 2 3 1 2 3

17 0.958 -0.096 -0.018 20 -0.010 0.911 0.246

5 0.908 0.023 0.030 11 -0.015 0.862 -0.348

15 0.900 0.041 0.129 14 -0.123 0.859 0.085

10 0.895 -0.175 0.066 12 0.070 0.812 0.183

7 0.881 0.189 0.170 23 0.123 0.789 0.167

16 0.840 -0.115 -0.027 26 -0.221 0.748 0.454

6 0.769 0.079 0.034 19 0.531 0.724 0.380

13 0.668 0.073 0.467 24 0.372 0.724 -0.215

3 0.644 0.615 -0.340 25 0.071 0.643 0.540

21 0.631 0.060 0.005 4 -0.193 0.560 0.158

8 0.610 0.062 0.549 22 0.129 -0.155 0.773

2 0.577 0.304 0.293 1 0.035 0.273 0.626

18 0.126 0.954 -0.039 9 0.496 -0.075 0.496

요인분석 결과 저자 군집은 총 3개로 나누어졌다. McCain(1990)은 요

인 적재 값이 .4이상이면 해당 요인에 적합한 저자라고 하였다. 이에 따

라 위의 요인분석 결과에서 .4를 상회하는 적재 값을 가진 저자들을 각

요인별로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각 저자가 속하는 군집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에

이어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의 결과는 <그림2>과 같다. 저

자 군집은 25단계에서 하나로 합쳐졌고, 10단계에서 2개의 큰 군집과 3



18

명의 개인으로 나누어졌다. 본 연구에서 군집분석을 실시한 이유는 요인

분석에서는 한 저자가 요인 적재 값을 기준으로 여러 요인에 관련이

될 수 있으나, 군집분석에서는 한 저자는 하나의 집단으로만 분류되므로

지적구조를 보다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McCain(1990)

역시 요인분석이 군집분석을 보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군집분석을 토대로 구전마케팅 저자집단의 지적구

조를 확인하되, 요인분석의 결과를 활용하여 보다 폭넓은 해석을 하고자

하였다.

<그림2>저자들 간의 덴드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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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집 1 군집 2 군집 3

저자

ML Richins, J Arndt, 

JJ Brown, E Dichter, 

EW Anderson, 

PM Herr, JA Chevalier,

V Mahajan, FM Bass,  

   J Eliashberg, 

M Trusov

C Van den Bulte,      

DJ Watts, J Goldenberg, 

P Manchanda,           

J Villanueva, XM Luo, 

RK Srivastava, R Iyengar, 

WW Moe, XX Li, 

D Mayzlin, Y Liu

D Godes,

R Neelamegham, 

C Dellarocas

저자 수 11 12 3

주요

연구

주제

Effect of WoM, 

Negative WoM, Role 

of WoM, Strong ties,  

 Weak Ties, WoM 

advertising, Consumer 

satisfaction

Contagion, Hubs, 

Diffusion, Reviews, 

Chat, Dynamics

 Forecasting 

sales, Strategy

군집 명 Effect of WoM Spread of WoM WoM Strategy

각각의 군집이 WoM 마케팅 연구 분야의 어떤 하위 주제 영역을 반영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저자들의 대표 연구 논문을 중심으로 각 군집을

대표할 수 있는 하위 주제를 명명하였다. 하위주제는 앞서 실시한 요인분석과

군집분석의 결과를 기반으로 하되, 각 저자가 저술한 대표논문의 키워드를

구분하여 저자 군집을 나누었다. 먼저 1군집의 주된 키워드는 구전의 효과

(effect of WoM), 긍정적/부정적 구전(positive/negative WoM), 구전의 역할

(role of WoM), 유대의 강약(strong/weak ties), 구전 광고(WoM advertising),

고객만족(consumer satisfaction) 등 이다. 2군집은 전염(contagion), 허브(hubs),

확산(diffusion), 리뷰(reviews), 3군집은 전략(strategy), 판매 예측(forecasting

sales) 등으로 나타났다. 여러 키워드 중에서 가장 다발적으로 나타난 키워드

를 중심으로 하위 주제를 나누어보면, 1군집은 구전의 영향에 관한 연구

(effect of WoM), 2군집은 구전의 확산에 관한 연구(spread of WoM), 3군집

은 구전 전략(WoM strategy)로 분류할 수 있다. 각 군집에 해당하는 저자와

각 군집의 주요 연구주제는 <표7>에 정리하였다.

<표7> 저자군집과 주요 연구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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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1군집의 경우, 다수의 저자들이 구전의 효과를 측정하는데 연구의

주안점을 두었다. 그들은 부정적 구전과 긍정적 구전, 구전광고, 구전에

의한 소비자 만족 등을 측정 및 연구 하였다. 반면 2군집은 구전의 확산

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그들은 사회 연결망 속의 허브가 구전의

전파에 미치는 영향, 영화나 제품에 대한 리뷰가 퍼져나가는 양상 등을

연구하였고, 이와 같은 확산 현상이 이루어지는 계기 및 오피니언 리더

가 신제품의 구전확산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확인하였다. 3군집에 속한

저자들은 리뷰에 따른 판매·수요의 예측과 기업의 구전마케팅 전략 등을

제시하였다. 해당 군집의 구분은 전혀 상이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 구전의 영향력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구전의 확산이 이를

좌우할 것이고, 영향과 확산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기업 혹은 구전을

활용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전략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연구의 분석 방향과 키워드 등이 구전의 특성 중 무엇을 중점적으

로 밝히고자 하였는지에 따라 군집이 나누어 졌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논문들의 경우에도 구전의 효과,

확산 및 전략 등을 모두 다룬 문헌도 존재한다. 하지만 그들의 연구를

면밀히 살펴보면 그들이 중점적으로 밝히고자 한 구전의 특성은 위의

군집분류와 일치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White와 Griffith(1981)가 사회학

분야의 대표적인 학자들을 대상으로 실행한 연구의 결과와 같이, 저자쌍

이 동시에 인용된 연구들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어지는 연구에

서는 다차원 척도를 이용하여 구전 마케팅 연구저자들의 지도를 작성해

보고자 한다. 해당 지도를 통해 저자군집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3. 다차원척도를 이용한 구전 마케팅 연구의 지적구조 파악

군집분석 및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살펴본 결과, 구전 마케팅 분야에

서 동시 인용된 저자들의 가장 많은 연구영역은 구전의 효과에 대한 연

구와 구전의 확산에 대한 연구임을 알 수 있었다. 구전마케팅의 전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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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의 경우, 인용횟수 등을 고려하였을 때 그 영향력이 작다고 할

수 없으나, 타 연구에 비하여 저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구전 마케팅 하부주제들 간의 유사성 혹은 이질성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기 위하여 2차원의 공간에 유사성에 따라 저자를

배치하는 점들을 표현하는 다차원척도법을 이용해 살펴보았다. <그림3>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5개 학술지에 게재된 학술지들이 가장 많

이 인용한 구전 마케팅 연구 26편의 저자 군집은 2개의 큰 군집과 4명의

개인으로 나뉘었다. 각 군집 내 학자들 간의 거리는 가깝지만, 두 군집사

이의 거리는 멀게 나타났다. 다차원척도를 통한 저자 지도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26명의 저자가 ‘구전마케팅’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연구하고

있으나, 각 집단이 다루는 하부 연구주제의 차이로 인하여 저자들의

분포가 확연히 나누어지고 이로 인해 서로 다른 군집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군집에 속하지 않은 4명의 저자에 대한 해석은 다양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에 대한 해석을 제 3절에서 이루어질 네트워크 분석

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림3> 구전 마케팅 연구 저자 간 지적구조

군집 1

군집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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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네트워크 분석

제 3절에서는 앞서 연구한 저자동시인용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연결정

도 중심성(Degree Centrality)과 제약성(Constraint) 분석을 실시하였다.

해당 분석을 통하여 WoM 마케팅 연구영역의 연구자들이 어떤 종류의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아볼 수 있다. 여기서는 연결정도 중심성과 제약성 분석을 통하여 구전

마케팅 학계 내의 허브(Hub)와 브로커(Broker)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그림4>에 나타낸 것은 본 연구에서 활용된 저자들 간의 소시오그램이

다. 해당 그림의 검은색 점은 네트워크상의 노드(node)를 의미하고, 선은

두 노드간의 연결(tie)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 노드는 동시인용

분석에 활용된 저자 개인이 될 것이고, 노드 사이의 연결은 동시인용을

의미한다. 연결된 선이 많을수록 해당 저자는 동시인용이 많이 된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김용학 2003; Goldenberg, Han, Lehmann, and Hong

2009).

<그림4> 저자동시인용행렬의 소시오그램

군집 1

군집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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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결정도 중심성

연결 중심성은 ‘하나의 노드(행위자) 다른 노드와 연결되어 있는 관계의

수’를 나타낸다(이희태, 김병도 2013; Wasserman and Faust 1994).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논문이 동시에 인용되었다는 이항(binary)의 관계뿐

만 아니라 인용된 횟수(weight)를 함께 확인하기 위하여 가중치를 반영

한 연구자 노드 i의 연결정도 중심성 deg_cent(i)를 다음 식과 같이 정의

하고, 이를 활용하여 개별저자 노드 i의 중심성을 계산하고자 한다.

deg_cent(i) =  
 

·

 : Weighted degree

Wij : i 와 j 가 동시 인용된 횟수

Lij : i 와 j 가 동시 인용된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

연결 중심성 값이 높은 학자는 해당 네트워크 내에서 가장 많은 저자들과

동시에 인용되었고, 그 횟수도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연결 중심성이

높은 학자는 해당 네트워크 내에서 가장 활동적인 행위자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연결 중심성이 높아 네트워크 내에서 활동적인 행위자라고 확인

된 노드를 우리는 허브라고 부른다. 상대적으로 타 노드보다 중심성이 높은

허브는 그렇지 않은 연결된 이웃들에게 큰 영향을 준다. 저자동시인용 분석

에서의 허브는 다른 저자들과 가장 많이 동시인용 된 저자를 의미하고, 이

는 곧 그의 연구가 WoM 마케팅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허브는 David Godes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의

대표 논문은 “Using online conversations to study word-of-mouth

communication”으로 2004년 Marketing Science에 게재되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저자들의 대표 논문이 인용된 것을 대상으로 동

시인용행렬을 작성하였고, 따라서 David Godes가 허브로 나타났다는 것은

곧 그의 논문이 가장 많이 동시인용 되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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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연결정도 중심성 분석결과

저자 이름 중심성 저자 이름 중심성

D Godes 166 DJ Watts 38

JA Chevalier 151 RK Srivastava 37

Y Liu 137 J Villanueva 36

C Van den Bulte 66 XX Li 36

JJ Brown 61 E Dichter 33

PM Herr 53 C Dellarocas 32

M Trusov 49 ML Richins 32

FM Bass 48 XM Luo 31

D Mayzlin 44 WW Moe 28

R Iyengar 44 J Eliashberg 27

EW Anderson 43 P Manchanda 27

J Arndt 39 J Goldenberg 27

V Mahajan 38 R Neelamegham 17

“Using online conversations to study word-of-mouth communication”

논문은 온라인상에서 TV show의 시청률에 대한 구전의 영향력을 연구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구전 마케팅 전략을 제안하였다. 그는 온

라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방송의 초기에 구전을 많이 발생시키는 전략이

효과 있음을 밝혔고, 집중된 구전보다 분산된 구전이 시청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실증하였다. 여기서 분산된 구전이라 함은 방송에 대한

긍정/부정/중립 등의 평가가 공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특정 프로그램

에 대한 여러 의견이 공존할 때 소비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가 보다

용이하다는 것이다. 연결정도 중심성이 가장 높은 Godes의 경우, 앞서

실시한 다차원 척도법에 따른 저자 지도에서 가운데에 위치하였다. 이는

곧 Godes의 연구가 군집을 불문하고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자주 동시

인용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연결정도 중심성 분석에서 이를 수치상

으로 증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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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중심성 수치가 높은 Judith A. Chevalier의 대표논문은 2006

년 Journal of Marketing에 게재된 “The Effect of Word of Mouth on

Sales: Online Book Review”이다. 해당 연구는 온라인상의 책에 대한 리

뷰가 판매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그는 해당 연구에서 5개의 별

평점보다 하나의 별 평점이 영향력이 더 큼을 밝혀내어 부정적 구전의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길고 정성스러운, 그리고 유용한 리뷰일수록

책의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긴 리뷰일수록

책에 대한 긍정/부정적 평가가 혼합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이와 같은

리뷰를 작성하는 리뷰어는 그렇지 않은 리뷰어보다 책에 대한 평점을 낮

게 매기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중심성 분석결과 수치가 가장 높은 세 저자의 논문은 TV show, 책, 그

리고 영화의 리뷰/평점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이들의 연구

는 2004년에서 2006년 사이에 발표되었다. 우리는 해당 시점과 연구의

주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1999년부터 2009년까지는 미국에서 인

터넷 보급률이 가장 높았던 때로 해당 시기의 TV, 라디오를 포함한 전

통적 미디어의 영향력이 크게 감소하였다(Waterman, D., & Wook Ji, S.

2012). 즉, 인터넷 보급률이 가장 높고, 그 영향력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위의 세 연구가 발표된 것이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문헌들은 1983년부터 2011년까지의 연구이다. 2004년에서 2006년

까지의 연구가 연결 중심성이 가장 높았다는 것은 과거 문헌들의 누적

인용에 의한 편향이 적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리뷰와 평점이라는

온라인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활용한 해당 연구들이 구전 연구의

중심에 있는 것은 온라인 구전과 양적연구에 대한 학계의 관심을 오롯이

반영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특정 시기에 특정

주제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메타분석 연구의 결과와는 다르게 구전을

연구 하는 저자들이 어떤 주제에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이를 <그림5>와 같이 점과 선을 통하여

연구자 간의 관계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네트워크 분석의 장점

이다. <그림5>에서는 연결정도 중심성 수치가 높을수록 노드의 크기가 크다.



26

<그림5> 저자동시인용행렬의 소시오그램(연결정도 중심성)

2. 브로커척도(제약성) 분석

사회적 네트워크분석에서는 개별 노드가 가지는 브로커로서의 역할정도

를 측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척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에 제약성(Constraint)이라는 변수를 활용하여 네트워크상의

브로커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이희태, 김병도 2013; Burt 1992). 여기

서는 한 저자의 제약성 수치가 타 저자들에 비해 낮다면, 해당 저자는

전체 네트워크에서 브로커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 하에 연구를 진행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저자동시인용 분석에 선정된 저자들의 제약성 값

을 구하여 브로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저자를 확인하고, 그의 연구가

가지는 의미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먼저 제약성을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김용학 2003, pp. 49-53; Burt 1992, pp. 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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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ih는 i가 h에 쏟는 시간과 에너지를 나타낸다. 가령 방향성이 있고

가중치가 있는 네트워크(directed weighted network)의 경우, 3번의 관계

가 i에서 j로 형성되고 j에서 i로는 2번이 형성될 때, Rij는 3이 되고

Rji는 2가 되어 Rij + Rji = 5가 된다. 반면 본 연구에서 다루는 네트워

크 구조는 방향성이 없고 가중치가 없는 네트워크이고, 따라서 단순히

관계의 유무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Rij + Rji는 1의 값을 갖게 된다. Pih

는 한 저자(i)와 연결관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 h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

과 정열을 쏟는지를 나타낸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비율은 i와

h가 서로에게 투자하는 시간과 에너지의 총량을 i와 j가 다른 사람들에

게 투자하는 시간과 에너지의 총량으로 나눈 값이다(이희태, 김병도

2013).

<표9> 제약성 분석결과

저자 이름 제약성 저자 이름 제약성

M Trusov 0.170 D Mayzlin 0.273

C Dellarocas 0.197 J Eliashberg 0.276

C Van den Bulte 0.212 RK Srivastava 0.279

FM Bass 0.222 J Goldenberg 0.283

D Godes 0.226 PM Herr 0.302

JA Chevalier 0.235 ML Ricins 0.303

JJ Brown 0.241 J Villanueva 0.304

Y Liu 0.244 P Manchanda 0.311

R Iyengar 0.250 XX Li 0.313

DJ Watts 0.259 E Dichter 0.315

V Mahakan 0.259 XM Luo 0.319

EW Anderson 0.264 R Neelamegham 0.321

J Arndt 0.273 WW Moe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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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제약성 값이 작을수록 노드는 브로커가 될 가능성

이 높다. 따라서 해당 수치가 가장 작은 연구자가 네트워크 내에서 브로커

로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어떠한 학자가 구전마케팅

영역에서 브로커가 되었다는 것은 해당 학자의 연구가 구전마케팅의 여러

세부영역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제약성 값이 가장 낮은 저자는 Michael Trusov로

제약성 값은 0.17이다.

네트워크상에서 브로커의 역할을 하는 Michael Trusov의 대표논문은

2009년에 Journal of Marketing에 게재된 “Effects of Word-of-Mouth

Versus Traditional Marketing: Findings from an Internet Social

Networking Site”이다. 그는 해당 논문에서 구전 마케팅과 전통적인 마케

팅의 비교연구를 실시하였고, 구전이 전통적인 마케팅 기법보다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활동임을 주장하였다. 그는 연구에서 VAR 모형을 활용하여

구전을 통한 확산과 전통적 미디어를 통한 확산의 정도를 비교하였다.

여기서 구전은 일반적인 마케팅 이벤트 보다는 20배, 미디어 노출보다는

30배 가까이 탄력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보임을 확인하면서 기업들에게

향후 구전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 작은 제약성 값을 지닌 저자는 Chrysanthos Dellarocas 이고 그의

대표 논문은 2007년에 Journal of Interactive Marketing에 실린 “Exploring the

value of online product reviews in forecasting sales: The case of motion

pictures”이다. 그는 온라인 리뷰를 통해 영화의 매출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

하여 해당 연구에서 선보였다. 그들은 모델을 통하여 영화 상영의 초기에 온라

인 리뷰의 수가 영화의 초기 매출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고, 평점이 영화를

보러 가고자하는 소비자의 의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밝혀내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제약성 값이 작을수록 노드는 브로커가 될 가능성

이 높다. 따라서 본 논문의 노드 중에는 Michael Trusov가 0.17의 제약성

을 가져 네트워크상에서 브로커로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

는 구전마케팅의 여러 영역에 속한 연구자들이 Michael Trusov의 연구를

매개로 하여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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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1991년부터 2014년까지 5개 마케팅저널에서 이루어진

129편의 연구를 바탕으로 해당 논문들이 인용한 5028편의 논문을 추출하

였다. 추출한 논문 5028편의 총 저자 수는 3947명 이었고, 이들 중 자기

인용을 제외한 총 인용 횟수가 8회 이상인 저자 70명을 선택하였다. 이

후 해당 저자들의 대표논문을 토대로 구전마케팅 관련 논문 저자를 추출

하였고, 연구의 목적에 부응하는 26명의 저자 군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정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문헌은 1983년에서 2011년까지 29년간 누적된

연구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앞서 선정한 26명의 저자 군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의 하부 영역 군집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들

간의 관계를 다차원 척도법과 사회 연결망 분석을 통해 시각화 하였다.

이어서 각 저자들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결정도 중

심성이 높은 허브가 되는 저자와 제약성이 낮아 브로커가 되는 저자를

밝혀내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구전 마케팅 분야의 경향 및 지적구조를 확인하고,

구전 마케팅의 주요 저자들을 파악한 후, 그들의 의미를 살펴보는데

있다. 이는 향후 구전마케팅을 연구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지금까지 이어

져온 구전마케팅 연구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새로운 연구지평을

여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가지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전마케팅 연구영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구전의 효과, 구전의 확산, 구전마케팅 전략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많은 연구가 구전의 효과와 구전의 확산과정을

밝히는데 주력하였고, 구전마케팅의 전략적 방향을 제시해주는 연구는

많지 않았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가 양적연구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구전이 가지는 관계적 심리적 감성적 요소를 배제하고 구전의 양에

집중한 연구가 많았음을 의미한다.



30

두 번째로 네트워크 중심성 및 제약성 분석을 통하여 허브인 David

Godes와 브로커인 Michael Trusov를 밝혀내었다. David Godes의 연구는

구전연구를 하는 학자들에 의하여 가장 많이 동시인용 되었고, 이는 곧

David Godes의 연구가 동시인용 네트워크 내에서 허브 (Hub) 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Goldenberg, Han, Lehmann, and

Hong 2009). 또한 Michael Trusov의 연구는 제약성이 가장 낮아 네트워

크 내에서 브로커(Broker)의 역할을 함을 밝혀내었다(이희태, 김병도

2013). 그의 연구는 네트워크 내의 하부군집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였다.

네트워크 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허브와 브로커의 연구는 구전

마케팅 연구의 경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시사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

계점이 존재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저자 동시인용 분석은

1983년부터 2011년까지 29년간 누적된 구전연구의 인용 빈도를 대상으

로 하기 때문에 최근 대두되는 이슈나 새로운 저자들에 대한 반영이 충

분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비록 분석대상 중 가장 영향력 있는 학

자로 보고된 이들의 연구가 2004년에서 2006년까지로 비교적 최근 연구

이지만, 이들의 연구는 현재 구전마케팅의 큰 축을 담당하는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SNS의 구전을 다루고 있지 않다. 이는 저자 동시인용 분

석이 가진 한계점 중 하나이다.

둘째, 제 1저자만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는 점이다. 제1저자만을 분

석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앞서 밝혔듯이 본 논문에서는 한 저자의 가장

많이 인용된 대표논문을 저자 자체로 설정하고 이들 간의 지적구조를 파

악하였기 때문에 공저자에 대한 분석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

다. 하지만 공저자를 분석대상에서 배제하였기에 연구의 목적 중 하나인

구전마케팅 연구영역 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저자를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에서는 다소 문제점이 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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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연구에서는 공저자를 포함한 네트워크 구조를 파악하여 구전마케

팅 내에서 영향력을 가진 학자들을 보다 분명히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설계된 연구는 본 연구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해

석해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또한 분석대상을 구전마케팅에 한정하지

않고, 마케팅 전체 연구로 확장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분석대상을 확장시킨 연구의 경우에는 하부 군집 중 하나로 구전마케팅

이 있을 것이다. 또한 해당 연구는 마케팅 전체에서 구전마케팅 연구가

차지하는 부분과 그 의미를 보다 넓은 시점에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보여진바와 같이 최근의 구전연구는 온라인 구전에 집중하

는 경향이 있다. 물론 현대사회에서 온라인 구전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의견에는 반박할 수 없으나, 구전의 원래 형태인 면대면 구전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하지만 양적연구에 치중한 나머지 구전의 본질적

역할인 사람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오프라인 구전에 대한 연구

는 다소 소홀하였다. 웹의 발달과 함께 온라인 구전이 큰 관심을 끈 것

은 사실이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도 상당하다. 기업이 온라인 구전을

마케팅의 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정치적, 사회적으로 이슈를 생산하기

위해 이용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수용자들은 점차 온라인 구전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면대면

구전에 대한 의식 변화, 온라인 구전에 대한 신뢰 등을 연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구전에 대한 연구는 분명 세간의

관심을 반영하며 여러 방향으로 발전하여 왔다. 하지만 그 방법이나

영역에 있어서 다소 편중된 것이 사실이다. 향후에는 위에 열거한 편중

을 타개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32

참 고 문 헌

김나민, 김해룡, 이문규, 최현국, 김일민 (2006), “인터넷 구전 수용의

영향요인,” 대한경영학회지, 19(4), 1515-1534.

김민 (2009),“한국 청소년학의 지적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0(2), 223-256.

김용학(2003), 사회연결망분석, 서울, 박영사

김재욱, 김향미, 이소영, 이진화 (2007). 저자 동시 인용 분석을 통한 “관

계 마케팅” 연구 동향 및 지적 구조 규명에 관한 연구. 한국유통학

회학술대회발표논문집, 109-129.

배정호, 심범준, 김병도 (2010), “온라인 구전과 영화 매출 간의

상호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 영화산업을 중심으로,”한국마케팅저널,

12(2), 1-25.

양윤, 조문주 (2000), "구전 커뮤니케이션이 소비자 태도변화에 미치는

영향," 광고학연구, 11(3), 7-27.

이은영, 이태민 (2005), “온라인 환경에서의 정보특성이 구전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소비자 제품지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광고학연구, 16(2), 145-171.

전성률, 박현진 (2003), “부정적 구전정보의 유형에 따른 구전효과의

차이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14(4), 21-44.

정재학, 김영찬 (2004), “구전효과가 소비자 제품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마케팅연구, 19(3), 1-20.

홍재원, 한상만, 염유식 (2007), 인터넷에서의 확산에서 허브와 브로커의

경로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18(4),

113-135.

황의록, 김창호 (1995), “구전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문헌연구,” 광고연구

Acedo, Francisco Jose, Barroso Carmen, Cristobal and Jose Luis Galan 

(2006), “Co-Authorship in Management and Organizational Studies: 

An Empirical and Network Analysis,” Journal of Management 



33

Studies 43(5), 957-983.

Arndt Johan (1967), “Role of Product-Related Conversations in the 

Diffusion of a New Product,”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4, 

291-5.

Burt (1992), Structural holes: The Social Structure of Competi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

Borgatti, S. P. (2006), “Identifying sets of key players in a social 

network,” Computational & Mathematical Organization Theory, 

12(1), 21-34.

Borgatti, S. P., & Everett, M. G. (2006), “A graph-theoretic 

perspective on centrality,” Social networks, 28(4), 466-484.

Dellarocas, C., Zhang, X. M., & Awad, N. F. (2007), “Exploring the 

value of online product reviews in forecasting sales: The case of 

motion pictures,” Journal of Interactive marketing, 21(4), 23-45.

Chevalier, J. A., & Mayzlin, D. (2006), “The effect of word of mouth 

on sales: Online book review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43(3), 345-354.

Glass, Gene V., Barry McGaw, and Mary L. Smith (1981), Meta-Analysis 

in Social Research, Beverly Hills, CA: Sage.

Goldenberg, J., Han, S., Lehmann, D. R., and J. W. Hong(2009), "The 

Role of Hubs in the Adoption Process," Journal of Marketing, 

73(March), 1–13.
Godes, D., & Mayzlin, D. (2004), “Using online conversations to study 

word-of-mouth communication,” Marketing Science, 23(4), 

545-560.

Hopkins, F. L. (1984), “New causal theory and ethno-methodology: 

Co-citation  patterns across a decade,” Sciencetometics, Vol. 6, 

pp. 33-53.

Jacques Bughin, Doogan Jonathan, and J. V. Ole(2010), “A new way to 



34

measure word-of-mouth marketing,” McKinsey Quarterly. 2, 

113-116.

Katona, Zsolt, Peter Pal Zubcsek, and Miklos Sarvary (2011), “Network 

Effects and Personal Influences: Diffusion of an Online Social 

Network,”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48 (June), 425-443.

Liu, Y. (2006), “Word of mouth for movies: Its dynamics and impact 

on box office revenue,” Journal of marketing, 70(3), 74-89.

McCain, Katherine W.(1990), “Mapping authors in intellectual space: A 

technical overview,”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41(6), 433-443.

Mullins, N. C., Hargens, L. L., Hecht, P. K., & Kick, E. L. (1977). “The 

group structure of cocitation clusters: A comparative stud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52-562.

Small, Henry(1973), “Co-citation in the Scientific Literature: A New 

Measur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Documents,” Journal of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24(4), 265–269.
Silverman, George(2011), Secrets of Word-of-Mouth Marketing: How to 

trigger exponential sales through runaway word of mouth, 

AMACOM Div American Mgmt Assn.

Trusov, M., Bucklin, R. E., & Pauwels, K. (2009), “Effects of 

word-of-mouth versus traditional marketing: findings from an 

internet social networking site,” Journal of marketing, 73(5), 

90-102.

Villanueva, J., Yoo, S., & Hanssens, D. M. (2008), “The impact of 

marketing-induced versus word-of-mouth customer acquisition on 

customer equity growth,”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45(1), 

48-59.

Watts, J. Duncan and Peter Sheridan Dodds (2007), “Influentials, 

Networks, and Public Opinion Formation,” Journal of Consumer 



35

Research, 34 (4), 441-458

Waterman, D., & Wook Ji, S. (2012), “Online Versus Offline in the 

United States: Are the Media Shrinking?,” The Information 

Society, 28(5), 285-303.

White Howard D. and Belver C. Griffith (1981), “Author Cocitation: A 

Literature Measure of Intellectual Structure,” Journal of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32(3), 163–171.
Whyte Jr., William H., (1954), “The Web of Word of Mouth,” 

Fortune, 50, 140-143. 



36

Abstract

An Analysis on Intellectual Structure and 

Research Tendency of WOM Marketing 

Study Using Co-citation Analysis 

Seok, Jun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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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ssist those who set out to 
research the topic of 'word of mouth' or those who are 
interested in the field of word of mouth in reading the current 
trends of word of mouth marketing and to help them devise 
improved measures for word of mouth marketing.  

 In order to conduct the research, five representative academic 
journals in the field of marketing (Journal of Marketing,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Marketing Science) were 
selected. Based on the theses collected from the aforementioned 
journals, a total of 3,947 authors were included in the reference, 
of whom only the 26 most frequently quoted authors were 
selected as the targets of the analysis. Following on from this, 
the matrix of frequency in co-citation among the authors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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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ed. By utilizing the matrix of the correlation coefficient, 
factor analysis, cluster analysis and multidimensional scaling 
were perform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described 
above, the intellectual structure for word of mouth marketing 
was completed. Finally, by utilizing figures that show the level of 
Centrality and Constraint derived from network analysis, the 
research sought to identify the hub and broker in the field of 
word of mouth marketing.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ble to confirm that research on 
word of mouth marketing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areas. 
Through the keyword of each cluster,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luster were observed. The results of the observation showed 
that studies on the effect of word of mouth marketing, along 
with studies on the spread of word of mouth, formed the largest 
cluster among all the researches in relation to word of mouth 
marketing. Furthermore, David Godes turned out to be the hub 
with the highest level of Centrality measure within the network of 
word of mouth marketing, while Michael Trusov was identified as 
the broker due to the low level of Constraint measure.   

Keywords: word of mouth marketing, intellectual structure, analysis of 
social network, analysis of co-citation, hub, bro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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