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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연결망 기반 모바일 협업 소통 플랫폼이
마케팅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1)임

종 원***

이 윤 재***

최근 모바일 공간에서의 사회적 연결망 서비스를 통해 짧은 시간 안에 공동 관심사를 가지는
사람의 수를 늘리고, 집단적 행동을 유발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현상이
사회적 연결망에 기반한 모바일 협업 소통 플랫폼에 기반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마케팅의 관
점에서 이러한 소통이 지닌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연결망을 통한 모바일 협업 매체 환경 속에서 고객들은 집단지성을 창조함과 동시에 이
에 대한 학습을 수행하고 있으며, 메시지의 빠른 확산이 일어남과 동시에 메시지를 중심으로 비슷
한 관심사를 지닌 사람들이 집적(agglomeration)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새로운 모바일 소통
의 특성으로 첫째, 메시지의 고도화를 통한 집단지성의 창출, 둘째, 매체를 통한 메시지의 빠르고
광범위한 확산, 셋째, 메시지 확산 과정 속에서 고객들의 태도 변화, 넷째, 고객들의 가치화 활동,
관심사와 의견에 따른 집적을 통한 군집화(clustering)의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후 대학생 221명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마켓 플랫폼 데모의 수용도 조사를 수행해, 모바일 마
켓 플랫폼을 통해 고객주도적인 마케팅 참여가 늘어나며, 그 영향력 역시도 커질 것임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가 제시하는 마케팅 함의에 대해서 언급했다. 첫째는 새로운 소통 환경에서
고객들은 스스로 그들의 관심사에 기반해 집단을 이룸에 따라 기존의 시장 세분화 방식이 아닌,
이미 동질성을 바탕으로 군집을 이루고 있는 세분화된 고객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맞는 상품을 공
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함을 제시했다. 둘째로 고객의 참여활동 증가에 따른 고객과의 협
업을 통한 새로운 시장 제공물(market offering) 형성을 촉진시키고 있으며, 이의 활용이 이루어져
야 함을 제시했다. 셋째로 고객의 동질성을 기반으로 한 집적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빠른 구매
결정 과정을 통한 구매 대기로 새로운 형태의 확산을 가져오고 있음을 제시했다.
주제어: SNS(사회적 연결망 서비스), 모바일 플랫폼, 협업 소통, 마케팅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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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010년 12월 튀니지에서 과일 행상을 하던 26세 젊은 남성의 분신자살 사건의 영상
이 페이스북을 통해 확산된 사건은 며칠 만에 수십 년간을 지배해 왔던 정권을 교체시
키고, 이집트, 시리아, 리비아 등 주변 아랍 국가들의 민주화 폭풍을 일으킬 만큼 막대
한 위력을 발휘했다. 모바일 공간에서의 사회적 연결망 서비스(SNS: Social Networking
Service)가 짧은 시간 안에 공동 관심사를 가지는 사람의 수를 확대시키고 새로운 집단
적 행동을 유발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사건이었다. 국내에서도 2011년 서울시장 재보
궐 선거에서 1개월 전 지지율 5% 미만의 후보가 모바일을 주 기반으로 하는 매체인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젊은 계층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당선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이처럼 사회적 연결망을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중심 매체의 영향력에 의한 현상은
정치 사회적인 분야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업 마케팅 활동 영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소비자들의 패션 상품 구매 활동을 보면, 소비자들은 패션 관련
뉴스와 신진 디자이너 소개, 유명 브랜드 소개, 고객의 코디 제안 등이 이루어지는 블로
그 등을 통해 상품과 관련한 정보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어울리는 룩을 구현
할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고,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채널을 찾아 구매해 나가고 있다.
즉, 사회적 연결망 서비스를 사용하는 젊은이들은 가상공간 내에서 패션 멘토들의 조언
을 활용하고,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평가한 상품정보와 판매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
며, 이를 구매의사 결정에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SNS의 영향력 확대와 모바일 기기를
통한 웹 활용의 증가 환경, 즉 새로운 매체 환경은 고객으로의 권력 이동을 가속화하며
(임종원 · 이동일, 2002), 기업과 고객의 소통을 더욱 중요하게 만들고 있다(정기한 외,
2010).
이러한 환경 변화를 적절하게 활용해 국내에 진출한 한 SPA 브랜드는 많은 사람들
이 플래그십 점포 앞에 모여 줄을 서 구매하게 했으며, 매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자신이 원하는 품목을 구매하고 나가는 고객 행동으로 이어지게 했
다. 이들은 고객이 참여할 수 있는 모바일 기반 마켓 플랫폼을 통해 고객들이 사회적
연결망 서비스 내에서 자사 상품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확인하고, 자신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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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의견을 표현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자신의
패션 감각을 더 세련되게 습득하며,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선택해 구매 대기
를 했으며, 이러한 고객들의 집단이 집적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점포의 개점 당일 고객
들은 줄을 서 상품 구매를 대기했으며, 이미 모바일 마켓 플랫폼 내에서 구매 대상이
정해짐에 따라 매장에서 빠른 시간 내에 구매활동을 완료했다. 즉, 새로운 매체 환경으
로의 변화는 소비자들에게 상품, 서비스와 관련한 정보가 전달되고, 소비되는 방식에
큰 변화(Erat et al., 2006)를 가져옴과 동시에 소비자의 행동에도 큰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이미 기존의 전통적인 매체를 바탕으로 한 기업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활동은 그
효율성이 점차적으로 약화되어 가고 있으며(Maddox, 2008), 관련 산업은 위기에 봉착
해 있는 상황이다(Edgecliffe-Johnson, 2008). 새로운 매체 환경에서 고객들은 그들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확대해 가고 있으며, 네트워크 내에서 어떤 상
품과 서비스가 가장 좋은지를 공유와 추천 활동 등을 통해 찾아내고 있다. 이 과정 속
에서 참여한 고객들은 사회적인 학습(social learning)을 수행하고, 기존의 대중매체를
기반으로 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활동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자기효능감
(self-efficacy)을 갖추고,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사전 고객 집적(agglomeration) 현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은 모바일 매체를 활용해 소비자들이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하고,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연결망을 기반으로 협업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
(application)을 개발하고 이의 활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시점이다.
고객들은 새로운 매체를 통해 기업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고객 간의 소통
역시도 확대해 새로운 형태의 기업과의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기업 마케팅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Hennig-Thurau et al., 2010). 그러나 매체 환경 변
화에 대한 업계의 빠른 대응에 비해 학계에서는 이와 관련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정치, 사회, 문화와 더불어 기업의 마케팅 패러다임 역시도
변화시킬 수 있는 협업적인 웹 활용 환경과 모바일 환경이 마케팅의 패러다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탐색적인 연구를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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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사회적 연결망을 통한 모바일 협업 소통의 특성
최근의 모바일 기술 발전은 참여자들이 지리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로운 상
호작용이 가능하게 만들어 새로운 모바일 상호작용을 나타나게 했다(Kakihara et al.,
2002). 모바일 매체 활용은 언제 어디서나 정보통신망에 접속해 다양한 상호작용을 구
현할 수 있게 했으며, 즉각적 접속성을 제공해 주고 있다(김호영 · 김진우, 2002). 이와
더불어 모바일 환경은 사용자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상황 기반 제공성 역시도 지니고 있다(이태민, 2003). 이러한 모바일 매체의
특성은 사회적 연결망 서비스와의 결합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서로에게 필요한 상호작
용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주었으며, 이는 협업적 웹 활용을 더욱 더 심화시
키고 있다.
가상공간을 통한 협업 도구의 발전과 모바일 매체의 활용에 의한 사회적 연결망의
진화는 소비자들의 행동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기업에게도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대응 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가상공간은 핵심적인 소통의
플랫폼으로 거듭났으며, 사용자들 스스로 많은 관심 그룹을 창조하고, 공통된 흥미와
지식에 대한 공동체를 형성하게 만들었다(Berners-Lee et al., 2001). 이러한 환경 속에
서 사람들은 상호작용적인 대화적 접근 방식을 통해 지식 제공자가 지식을 나누고, 이
지식이 정제되며, 현재 시점에서 활용될 수 있는 지식으로 유지되게끔 하고 있다(Lee
& Lan, 2007). 또 모바일 매체의 활성화는 고객이 언제나 가상환경에 접속해 있는 상
태, 즉 언제나 고객이 시장 플랫폼 안에 있으며, 항상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상태로 만
들어(Deighton & Kornfeld, 2009), 기존의 온라인보다 더 활성화된 네트워크의 상호작
용을 가능하게 만들었다(Lee, 2005). 이러한 매체 환경의 변화는 가상공간에서 이루어
지는 인간과 인간의 사회적 연결망(social networking)의 크기와 영향력의 확대를 가져
왔으며, 사회 변화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구매행동과 기업의 생태계 조직에도 큰 변화를
일으키고, 기업에게 과거의 마케팅 패러다임을 버리고 새로운 환경 변화에 발맞춘 대응
을 요구하고 있다.
이 연구는 <그림 1>과 같은 모바일 매체를 통한 협업 소통의 특성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한 새로운 연구 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새로운 매체 환경에서 고객들은 집단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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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모바일 소통의 특성

을 창조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학습을 수행하고 있으며, 메시지의 빠른 확산이 일어남
과 동시에 메시지를 중심으로 비슷한 관심사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집적되고 있다.
튀니지 젊은이의 분신자살 사건의 메시지는 모바일 매체를 통해 확산되어 갔으며, 사회
적 연결망이 구축되어 있는 사람들 사이에 빠르고, 넓게 전달되었다. 소통 참여자들은
이런 문제점이 있음을 학습했고, 이에 대해 분노하고, 변화를 요구하는 집단으로 응집
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관련 메시지는 사회의 부조리와 변화 요구에 대한 메시지로
발전했으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잦은 빈도로 전달되고, 참여자들 간의 학습이 이루어
져 집단적 혁명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즉, 빠른 속도로 메시지의 상호작용이 이루
어지면서 집단지성의 창출과 메시지의 영향력이 강화되어 실제 사회에 영향을 주게 되
었다.
최근 확대되어 가고 있는 모바일 소통의 첫 번째 특성은 메시지의 고도화를 통한 집
단지성의 창출을 들 수 있으며, 두 번째 특성은 매체를 통한 빠른 메시지의 확산에 있
다. 전통적 매체 환경은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채널을 통한 메시지 전달과 한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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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이 가능한 구조였다. 반면, 모바일 매체 환경에서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구분되지
않고, 메시지를 중심으로 참여자 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메시
지의 고도화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있는 저변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소
비자들은 모바일 매체와 사회 연결망 서비스를 활용해 추천 활동(페이스북의 ‘좋아요’
등)과 공유 활동(트위터의 리트윗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과정은 메시지 전
달의 빈도는 물론 범위도 확대시키고 있다. 이에 상호작용의 중심인 메시지는 <그림 1>
에서와 같이 전통적 매체를 통한 경우 재생산 과정이 아닌 소멸형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나, 모바일 협업 매체를 통한 메시지는 사람들의 관심사와 가치, 의견 등에 부합할 경
우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세 번째 특성은 메시지의 고도화와 확산 과정 속에서 참여자들의 태도 변화가 일어
난다는 것이다. 사회 연결망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 다른 참여자들의 추천, 공유 활동 등
이 참여자에게는 가치나 의견, 상품 판단의 주요한 준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는
학습에 영향을 주고 있다. 추천 시스템을 통한 가장 선호되는 정보의 제시는 사회적 필
터링(social filtering)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회 연결망을 통한 반복적인 메시지
노출은 참여자의 태도 변화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모바일 협업 매체를 통
해 공유되는 메시지는 단문의 형태와 시각적 자료를 포함한 형태로 전달됨에 따라 이해
가 쉬운 특성 역시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만 등(Naaman et al., 2010)은 사
회적 연결망을 통한 메시지 흐름의 특성 중 하나로 간결성을 제시했다. 패션 상품에서
는 단품에 대한 정보들이 공유되고 추천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스타일 등이 공유
되고 추천됨에 따라 룩(look)과 관련한 정보가 공유되고 추천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상호 간 추천 및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된 내용들을 토대로 참여자들은 밴두라(Bandura,
1977)가 제시한 높은 수준의 자기효능감(self-efficacy)과 더불어 집합적 효능감(collective
efficacy)을 지니게 되어 행동으로의 영향이 커지게 된다. 사회적 연결망 내에서 집합적
효능감의 선행변수인 대리적 경험과 사회화(Bandura, 1997)가 상호 추천 활동과 사회
적 연결망 서비스를 통해 강화되어 나타나며, 효능감은 실제 행동에의 중요한 선행변수
로 고객의 구매 활동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실제 행동을 통한 성공적인
숙달 경험(mastery experience)이 다시 효능감 강화에 기여하게 된다.
네 번째 특성은 고객들이 자신의 가치와 활동, 관심사와 의견에 따라 군집화
(clustering)하고 있는 것이다. 협업형 웹 환경에서는 사용자들 스스로 공통된 관심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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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에 따라 모일 수 있게 된다(Berners-Lee et al., 2001). 특히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바일 마켓 플랫폼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관심사에 부합하는 메시지가 있는 공
간에 모이고, 정보를 공유하는 집적(agglomeration)이 일어나게 된다. 참여자들은 비슷
한 가치와 AIO(Activity, Interest, Opinion)를 지닌 사람들끼리 높은 동질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공유하게 된다. 즉, 동일한 니즈를 지닌 고객들이 특정한 커뮤니티나 웹
페이지를 중심으로 모이고,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모바일 소통의 특성을 요약하자면, 모바일을 통한 협업적인 웹 환경에서 고객들의 메
시지는 소멸이 아닌 고도화 과정을 통해 집단지성으로 나타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메시지의 도달 범위 역시 메시지의 고도화와 함께 점차 그 저변이 넓어지며, 빠른 확산
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모바일 매체와 사회적 연결망 서비스를 통해 메시지
를 공유하며, 또 추천(좋아요, like), 댓글(comment)을 통해, 또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짧
고 직관적인 정보, 시각적인 룩(look) 정보를 통해 노출이 이루어짐에 따라 참여자들은
고객들 상호 간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참여자들은 이런 상호작용 과정에서
도출된 대안 등을 통해 사회적 학습을 수행하며, 이는 개인과 집단의 효능감을 높이고,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III. 모바일 마켓 플랫폼의 특징 및 성과
1. 메시지의 고도화와 저변확산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연결망을 활용해 고객 참여 및 협업을 강화하는 응용 프로그
램을 모바일 마켓 플랫폼으로 제시하고 있다.
과거의 웹 활용은 중앙화된 지식 저장에 그 핵심 기능이 있었다면, 모바일 마켓 플랫
폼을 통해서는 웹(Web) 2.0으로 대표되는 쌍방향, 상호작용적인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대화적 지식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협업형 웹으로 지식 웹(wisdom web), 인간
중심 웹(people-centric web), 참여형 웹(participative web), 읽기/쓰기 웹(read/write
web) 등으로 불리고 있다. 이는 창조적인 활동을 위한 유연성과 풍부하고 반응성이 높
은 인터페이스 구축, 협업적인 정보 생산과 조정의 장려, 다양한 연결 프로그램의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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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 공동 관심사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구축, 협업과 집단지성의 장려
등을 수행해 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Murugesan, 2007). 대표적인 협업형 웹 어플리케
이션으로 위키(wikis), 블로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들 수 있으며(Erat et al.,
2006), 이는 참여자들 간의 네트워킹과 연결 기술(태그, 트랙백, RSS)을 통해 커뮤니케
이션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다.
모바일과 웹을 통한 협업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가상공간에서 참여자들은 과거 빠른
데이터 처리를 중요시하던 관점에서 참여와 민주적인 시스템을 더 강조하는 것으로 변
화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참여자들 서로가 가치를 더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에 더 중
점을 두게 되었다(Umeda, 2006). 이러한 웹 사용 환경의 변화는 협업을 통해 새로운 세
계를 창조하고, 보다 역동적인 지식을 만들어 집단지성을 도출하게끔 만들어 주고 있
다. 더 이상 웹은 정보를 게시하는 곳이 아니며, 다양한 지식들이 그 맥락에 맞게끔 새
롭게 창조되는 곳이 되었다(Lee & Lan, 2007).
모바일 협업 매체의 발전은 참여자들의 메시지와 관련한 상호작용을 통해 메시지가
더욱 고도화되고, 도달 범위(reach)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그림 2>와 같
이 과거 매스미디어 중심의 환경에서 메시지는 피드백의 제약으로 그 내용이 변화하기
어려우며, 많은 광고 등의 예산을 채널에 투입해 도달 범위를 늘려야 했다. 그러나 새로
운 모바일 협업 매체 환경에서는 참여자들의 관심과 부합하는 정보의 경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콘텐츠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며, 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조합되어 새로운 메
시지로 다시 나타나게 된다. 즉, 메시지 중심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상
호작용을 통해 메시지는 사람들이 가장 설득적이고 믿을 수 있는 형태의 집단지성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때 가상환경상에서는 파워 블로거 등 스스로 정보를 창조하고 가공하는 네트워크
노드, 즉 영향자(influentials)의 역할 역시 강화되어 가고 있다(<그림 2> 참조). 과거 대
중의 의견 형성과 관련한 2단계(two-step) 모형에서는 소수의 의견선도자가 대중매체와
사회구성원 다수를 잇는 중간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매체를 통한 정보는 이들의
추종자에게 전달되고 있음을 제시했다(Katz & Lazarsfeld, 1955). 또 버트(Burt, 1999)
는 2단계 모형이 마케팅에서의 확산을 설명한다고 했다. 그러나 새로운 모바일 협업 매
체 중심 환경에서는 그 정보 원천이 대중매체가 아니다. 새로운 영향자들은 자기 스스
로 정보를 만들고 가공하며, 고객에게 적합한 형태의 정보로 변화시켜, 스스로 추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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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전통적 매체 환경과 모바일 매체 환경

를 지니고 있는 독립된 매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그들은 과거의 의
견선도자와 구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의견의 확산과 더불어 영향자를 중심으로
고객이 집적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모바일 환경에서 고객들은 실시간으로, 또 더 많은 빈도로 상호작용을 수행하고 있으
며, 물리적이고 인지적인 노력이 적게 들어감에 따라 더 자주 방문하고 더 지속적인 활
동을 수행하게 된다. 또 고객에게 상호작용의 유연성을 제공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참
여의 몰입 수준을 조절함으로써 상호작용하는 고객의 크기와 범위도 확대시켜 주고 있
다(Sawhney et al., 2005). 고객들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 관점 등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는 그 자체로 유기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정기한 외, 2010). 고객들은 협업형 웹
에 참여하면서 기능적인 가치와 사회적 가치, 쾌락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 등 다양한 관
계적 혜택을 획득하고(Gwinner et al., 1998) 있다. 또 그 결과인 협업형 웹을 통해 생성
된 정보들이 정보 제공 시점, 완결성, 구조, 개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더 좋은 평가로
나타나고 있다(Schwabe, 2005). 이러한 협업적인 웹 환경으로의 변화는 고객을 수동적
인 수용자에서 공동 창조와 공동 마케터로 변화시키고 있다(Sigala, 2009).
따라서 협업적 웹 환경과 더불어 모바일 매체 활용의 활성화는 고객들이 스스로 메
시지 콘텐츠를 만들고, 자발적으로 공유해 유통시키며,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메시지에
영향을 받게끔 한다. 발신자와 수신자는 각각 개인이지만,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과 연

10 經營論集, 第 46 卷 統合號

결될 수 있게끔 한다. 이러한 모바일 매체의 메시지 고도화와 저변 확산 역량과 관련한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혁신성으로 다양한 참여자에 의한 크라우드 소싱이 용의해 잠재고객들의 참여
에 의해 혁신적 아이디어의 원천이 될 수 있다.
둘째, 대중성으로 휴대폰이 대부분의 소비자들에게 보급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빠른
속도로 스마트폰의 비중이 늘어감에 따라 획득된 특성이다.
셋째, 다중성으로 메시지가 특정되지 않은 불특정 다수 수신자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
으며, 다수의 수신자들은 다시 발신자가 되어 불특정 다수의 수신자들에게 메시지를 전
달할 수 있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즉, 모바일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특정되지 않은 불
특정 다수와의 커뮤니케이션도 할 수 있게 한다.
넷째, 확장성으로 소통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소비자 계층이 확대된다는 특성을 지니
고 있다. 터치를 비롯한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과거 컴퓨터 사용이 어려웠던 계
층도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참여자의 범위가 확대된다.
다섯째, 편의성으로 모바일 매체는 대부분의 경우 소비자의 곁에 있으며, 이에 따라
사용빈도와 사용상황이 다양하며, 사용하기 쉽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여섯째, 중심성을 들 수 있다. 100명의 발신자와 1만 명의 수신자가 있다고 할 경우
이의 중심에는 메시지, 즉 콘텐츠가 존재하고 있다. 즉 발신자가 콘텐츠를 공유하면 수
신자는 이를 다운로드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해, 콘텐츠를 중심으로 수신자와
발신자가 모이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일곱째, 양면성으로 수신자는 발신자의 메시지를 본 후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생각을 메시지로 발신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신자가 수신자가 되고, 다시 발신자로
전환하는 순환 과정을 지속하게 된다.
여덟째, 확산성을 지니고 있다. 발신자의 메시지가 불특정 다수의 수신자들에게 전달
되면 다수의 수신자들이 다시 발신자가 되어 불특정 수신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확산
되는 특성을 지니며, 이러한 확산 과정은 매우 신속하게 일어난다.
아홉째, 유사성으로 메시지 콘텐츠에 대해 관심이 비슷한 사람들이 상호 간의 발신자
와 수신자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특정 이슈에 대해 유사한 의견을 가진 집단의 크기를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뉴미디어로 소통하는 시대에는 시장 세분화와 목표 집단의
선택이 오히려 용이해진 특성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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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한 룩(look) 정보의 사회적 학습
사회적 네트워크에서는 주제가 나에게 얼마나 관심사인가, 나에게 매력적인가에 따
라 참여자들이 모이며, 메시지가 확산될 수도 있고, 소멸될 수도 있다. 리히터 등
(Richter et al., 2009)은 사회적 연결망 서비스의 핵심적 기능 중 하나로 전문 지식의
탐색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사회적 연결망을 탐색해 참여자가 주도적으로 관심 분야
에 대한 추천 정보 등을 받아 암묵적 지식을 얻고 있음을 의미한다(이희정, 2012).
패션 상품과 관련해 대표적인 메시지 주제 중 하나로 룩(look)을 들 수 있다. 룩은 전
반적 스타일 및 착장 형태를 의미한다. 메시지로서 공유되는 룩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였으면 좋겠는가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룩은 사회적인 자기 모습, 사회
적인 자기표현과 관련된 정보로 자기표현(self presentation)과 사회적 아이덴티티(social
identity)와 관련되어 있다. 이한석(2010)은 온라인 페르소나(persona)의 개념을 제시하
면서, 가상공간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드러내기를 원
하며, 타인으로부터 긍정적인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했다. 사람들은 자기제
시와 인상관리를 대인관계에서 수행하고 있으며(Leary & Kowalskik, 1990), 이는 사회
적 연결망 내에서도 유효하다. 사회적 연결망 내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인상에 대해 긍
정적인 형태로 보이고 싶은 강한 욕구를 지니고 있으며(Leary & Kowalski, 1990), 의도
적이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체성의 요소로 자기제시를 수행하고 있다(Goffman,
2004). 이는 인상관리 전략(impression management)을 온라인상에서도 수행하게 만들
고 있다(이한석, 2010). 특히 가상환경에서는 사회적 단서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적극
적으로 자기제시와 인상관리를 시도하게 된다(Tidwell & Walther, 2002).
모바일 협업 매체 환경에서는 아이덴티티가 말이나 글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룩을
통해 누구나가 볼 수 있는 시각적 이미지로 전달되고, 공유되며, 추천 활동이 이루어지
고 있다. 따라서 룩을 통한 상호작용은 아이덴티티 기반 소통(identity-based communication)을 의미한다. 네트메이어 등(Netemeyer et al., 1992)은 사회적 연결망 내에서 제
품의 구매와 사용은 자신의 인상을 관리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했으며, 이에 따라
참여자들은 룩의 공유를 통해 자기 인상관리(impression management)를 수행하고 있다.
즉, 고객들은 온라인상에서 자신들의 페르소나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이는 자기제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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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관리 전략을 수행하게 한다. 특히 룩 정보는 기존의 단품 정보와는 달리 자기제시
와 인상관리 전략을 수행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창출하게 된다. 자신의 룩을 제시하고,
다른 사람의 룩을 확인하며, 자신의 정체성과 인상을 긍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다.
룩은 사회적 가면(social mask)인 페르소나의 일종으로,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자
기를 표현하고 싶은가를 찾는 과정에서 공유되고 있는 룩을 접하게 된다. 참여자들은
룩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밴두라(Bandura, 1997)가 집합적 효능감의 선행요인으로
제시한 사회적 학습 중 대리적 학습(vicarious learning)의 일종인 관찰에 의한 학습
(observational learning)을 수행한다. 특히 이러한 룩에 대한 정보는 다수의 참여자들을
통해 추천 및 댓글을 통한 정보의 상호작용을 거치게 되며, 다수가 좋아하는 대상에 대
해 나 역시도 믿고, 몰입하게 되는 관계적 측면의 효과 역시도 지니고 있다.
룩은 모바일 협업 환경에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주제이며, 이에 따라 많은 사람
들의 의견을 모으고 확산시키는 데 높은 적합성을 지니게 된다. 모바일 마켓 플랫폼을
통해 참여자 자신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와 일치하며, 동일한 가치 및 AIO를
지닌 사람들이 모여, 룩을 제3자의 눈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나 자신에게 어떤
것이 어울리는지에 대해 학습하고, 이에 대한 자신감, 즉 효능감 역시도 가지게 된다.
사회적 연결망 서비스를 통한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희정(2012)은
사회적 네트워크 요인으로 지각된 네트워크 외부성과 주관적 규범을 제시했다. 참여자
들의 룩 공유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공유함에 따라 정보를 통해 얻는 가치나 효
용이 증가하는 네트워크 외부효과(Katz & Shapiro, 1985)와 연계되어 있다. 테루터
(Terlutter et al., 2010)는 네트워크 외부효과에 기반해 사회적 연결망 서비스가 성장하
고 있다고 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용함에 따라 협업 매체의 가
치가 더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네트워크 외부효과에 기반한 사회적 연결망 서비스의
확대로 고객들은 협업 매체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또 다시 협업 매체 활용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Kane et al., 2009). 즉, 더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연결망에 참여하고, 공유할수록 SNS의 가치와 더불어 이 안에서
생성되는 정보의 가치 역시도 높아지게 된다.
네트워크 외부성에 의해 높아진 정보의 가치는 참여자들에게 사회적 영향을 주게 된
다. 사회적 영향은 사회적 맥락에서 자신의 준거집단이 지니고 있는 주관적 문화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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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Triandis, 1979), 이는 사회적 연결망 내에서 구성원들
간 서로의 행동에 의해 영향을 주고받는 정도로 정의될 수 있다(Rice & Aydin, 1991).
벤카테시와 브라운(Venkatesh & Brown, 2001)은 사회적 영향을 특정 활동에 대해 개
인이 받는 지각적 압력으로 제시했는데, 앞선 상호작용을 통한 효용의 증대는 개인에게
어떤 활동과 학습을 수행하도록 하는 지각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사회적 영향
으로 사회적 연결망을 통한 주관적 규범이 영향을 줄 수 있다(Venekatesh & Davis,
2000). 참여자들은 협업 매체를 통해 생성된 정보를 내부화(internalization)하고, 동일시
(identification)하며, 순응(compliance)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Malhotra & Galletta,
2005).
양과 알렌비(Yang & Allenby, 2003)는 사람들 간의 사회적 연결망 구축이 상호작용
을 통해 공유되고 추천되는 정보의 수용 중요성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사회적 영
향은 소비자의 느낌과 인지, 학습 및 행동에 강한 영향력을 주게 됨에(Argo et al.,
2005) 따라 사회적 연결망의 구성원들은 집단의 규범을 수용하고, 개별적 선택의 맥락
이 아닌 그룹 차원의 선택이 일어나게 된다(Ariely & Levav, 2000).
메시지는 1차적으로 발신자가 공급한다. 그러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 속에서는
다수의 수신자들이 다시 발신자로 변화하며, 이 과정에서 메시지가 수정되고, 증폭되거
나 변화하는 특성들을 지니게 된다. 송신자와 수신자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의 사회적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메시지 콘텐츠의 매력도와 관련해 소비자들은 특정 메시지 콘텐츠가 많은 사람
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는지, 얼마나 주목받고 있으며, 다수가 주목하고 있는가 등에
대한 정보 획득이 가능하다. 모바일 미디어는 빠른 속도로 소비 네트워크 내에 속한 사
람들의 반응을 얻어낼 수 있으며, 메시지가 잠재고객들에게 얼마나 도달했는지를 확인
할 수도 있게 한다.
둘째, 고객들 간 상호 공유하는 정보의 양과 질이 개선되면 상호작용의 범위와 강도
가 강화된다. 페이스북의 ‘좋아요’ 심벌이나 댓글 반응 등을 통해 공통된 의견이나 지배
적 의견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20만 명이 조회하고 15만 명이 추천(좋아요)
한 제안이 있다고 하자. 이 경우 비록 그 제안에 대해 강한 반대의견을 지녔던 사람이
라 하더라도 투표 결과를 확인하면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며,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나의 의견도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참여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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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가치가 증가하는 네트워크 외부효과 이론(Katz & Shapiro, 1985), 또 설득의 이유를
대중의 의견에 귀인시키는 귀인 이론, 자신의 태도를 대중의 평가에 맞게끔 변화시켜
인지적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인지균형 이론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셋째,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선출하듯 새로운 시대의 트렌드나 인기상
품, 인기 있는 스타일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데 이와 같은 방법이 활용될 수 있다. 여
러 사람들의 의견이 수렴되어 창조되는 지성을 집단지성이라고 하는데, 다수의 지지를
받는 의견이 마케팅의 맥락에서도 선택될 수 있다. 만약 “가격이 800만 원이나 되는 명
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여성보다 자신의 멋을 자랑하는 여성이 가진 20만 원짜리의 가
방이 더 멋있다.”라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명품 인기의 거품도 사라질 것
이다. 또 20만 원짜리 가방을 들고 다니는 전문직 여성들이 800만 원짜리 명품을 사용
하는 여성보다 더 당당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즉, 모바일 콘텐츠에 대한 수
많은 고객들의 상호작용은 참여한 고객에게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을 가지도록 도와
준다. 이는 밴두라(Bandura, 1997)가 제시한 개인적 효능감의 선행변수인 사회적 설득
과 집합적 효능감의 선행변수인 사회화와 관련되어 있다.
넷째, ‘좋아요’ 등의 추천 평가 결과는 고객의 신념을 형성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
다. 그리하여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계층효과(hierarchy of communication) 측면에서
주목(attention) 단계에서 관심(interest) 단계로, 마침내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쇼핑 사이
트까지도 연결(link)될 수 있다. 사이트에 모이는 잠재고객들은 유사성이 높기 때문에
공동 관심사에 대한 상호 정보 공유와 의견 교환을 통해 고객 개인의 의사결정 과정을
단축하게 된다. 이같은 상호작용은 잠재고객들에게 상품과 서비스의 내용을 알게 하고,
고객들이 참여하고 평가하며, 고객들이 선택한 상품정보를 다른 사람들도 올바르게 이
해하고 선택하도록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 결과 잠재수요의 범위가 확대되
고 실제 구매로 연결되는 가능성을 증가시켜 주는 집단을 확보하게 된다. 고객과 고객
과의 관계 범위(relationship scope)와 관계 강도(relationship strength)를 강화해 충성도
가 높은 고객집단(customer base)을 형성하게 되며, 이는 기업의 외부에 존재하는 기업
의 자산, 즉 마켓 자산(market asset)의 확대에 기여하게 된다.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협업하고, 배우며, 지식을 구축
할 수 있는 환경을 제시해 주고 있다. 과거 고객들이 수동적인 콘텐츠의 소비자였다면,
이제는 학습 역시도 참여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사회적 과정을 통해 개인 삶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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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니즈를 지원해 줄 수 있는 형태로 웹을 활용해 나가고 있다(McLoughlin & Lee,
2007). 웹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들은 참여자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학습공간을 제시해
주고 있다. 과거 공식적인 학습 집단의 벽을 넘어 가상공간에는 수많은 온라인 그룹들
이 자발적이고, 활기차며, 자기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나아가 새로운
아이디어와 설득적인 지식을 창조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Klamma et al., 2007).

3. 모바일 협업 매체 환경에서의 소비자 행동 변화
전통적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은 판매자가 고객을 대상으로 대중매체나 인적 수단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전달해 제품에 대한 주의와 관심, 구
매욕구 형성, 구매여건이 조성될 때까지의 기억,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매행동으로 소비
자의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의나 관심 단계까지는 대중매체
를 통한 광고로서 메시지의 전달 범위를 확대시키고 구매 단계로 고객행동을 촉구할 때
는 각종 마케팅 수단을 활용하거나, 인적 판매로 판매를 종결시키는 과정으로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IMC: 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을 하게 된다.
그러나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은 이와 같은 기업 중심이 아니라 고객이 중심이 되어서
기존 매체 활용보다 더 빠르게, 또 더 많은 고객들이 모여서 태도와 행동변화까지 이루
어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브라이언트(Bryant, 2007)는 웹 2.0 하의 응용 프로그램(application)들이 참여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제시하는 데 상당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개인화와 고객화, 그리고
네트워킹과 협업에의 풍부한 기회 제공을 통해 학습 경험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보았다.
보이드(Boyd, 2007)도 웹 환경의 사회성(sociability) 측면이 매체를 통한 교육 역량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았으며, 대화적인 상호작용(conversational interaction)과 사회적인
피드백(social feedback), 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사람들 사이의 관계지원 환경이 학습
환경을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협업적 웹 환경이 지니고 있는 가장 큰 특성 중 하나는 참여자들의 활동을 유도하는
행동 유도성(affodance)에 있다(McLoughlin & Lee, 2007). 블로그나 위키, 소셜 네트워
크 서비스, 미디어 공유 응용 프로그램 등 모바일 협업 마켓 플랫폼과 관련된 매체는
정보의 공유와 커뮤니케이션, 정보 발견 등과 관련한 행동 유도성을 지니고 있다.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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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성이란 개인이 잠재적으로 처한 환경에서 특정한 도구를 사용함을 의미한다. 한 사
용자의 블로그 포스팅 자체는 행동 유도성을 지니고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내용을 기
반으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참여자 간 상호작용하는 것은 행동 유도성이라고 할 수
있다. 앤더슨(Anderson, 2008)은 웹이 지닌 높은 행동 유도성은 커뮤니케이션과 상호작
용의 역량을 강화시키게 한다고 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디지털화된 내용을 그룹과
팀, 그리고 개인들 사이에 나누며 집단지성을 도출해 나가고 있다(Surowiecki, 2004).
행동 유도성을 바탕으로 네트워크화된 고객들은 다양한 협업 도구를 바탕으로 집합
적인 활동(collective activity)을 수행하고 있다. 즉, 사회적 학습이 더 잘 이루어지는 환
경 하에서 고객들은 다양한 상호작용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빠른 의사결정과
더불어 행동으로 빠르게 나타나는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키스(Keyes, 2006)는 새로운 웹 환경 하에서 더 협업적인 방식으로 지식이 구축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환경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공통된 흥미와 관심에 따라 모
일 수 있게끔 만들고 있다(Berners-Lee et al., 2001), 모바일 기반의 협업 웹 환경에서
도 사람들은 스스로 비슷한 관심을 지닌 사람들을 중심으로 집단화(clustering)된 형태
로 가상환경에서 사회적 연결망을 지닐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협업 매체 환경 내에서 고객들은 집단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특정 메시지
와

관련해

의견을

같이하는

유사한

사람들이

모여

행동을

준비하는

집적

(agglomeration) 과정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과거 상품 확산에 대한 연구에서 혁신자와
초기 수용자를 거치는 방식(Rogers, 1995)이 아닌, 상품과 의견에 대한 집적을 통해 상
품에 대한 폭발적 대기수요로 이어지게끔 만들고 있다.

4. 모바일 마켓 플랫폼의 구축
다양한 연구들은 협업형 웹을 기반으로 고객과의 공동 창조를 통한 가치 도출의 전
력과 마케팅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Prahalad & Ramaswamy, 2004; Thomke &
von Hippel, 2002). 인터넷이 강화시킨 협업의 역량은 소비자들이 협업 혁신에 참여하
게 만들고 있으며, 기존 기업들이 일회적이고 일방향적인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대화의
형태로 변화시켜, 기존에 접근하지 못했던 고객이 지니고 있는 사회적인 측면의 지식들
을 획득하게 해주고 있으며, 고객과의 접근 범위와 깊이 역시도 강화시켜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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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whney et al., 2005). 전통적인 관점에서 고객 참여는 기업 중심적인 관점에서 고객
이 참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고객이 가진 정보가 기업에게 오는 일방향적인 활동
으로 보았다(Prahald & Ramaswamy, 2004), 그러나 새로운 협업 웹 환경에서 고객 참
여는 공동창조의 관점으로 변화하고 있다. 고객들은 협업형 웹에 참여하면서 가치와 서
비스를 동시에 서로 주고받고 있으며, 협업기술들은 과거에 비해 고객에게 훨씬 더 큰
힘을 제공해 주고 있다(Sigala, 2009). 이에 따라 기업들은 네트워크화 된 세계 속에서
공동가치 창조의 힘을 지닌 플랫폼의 힘에 대해 인식해 가고 있다.
협업형 웹 환경과 더불어 고객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가장 강력한 환경은 스마
트폰으로 대표되는 모바일 매체의 활용이다. 얼굴을 마주보며 대화하거나 문자나 음성
으로 소통하는 전통적 대인 커뮤니케이션이나 신문, 방송과 같은 대중매체에 비해 스마
트폰과 같은 모바일 통신매체의 대중화는 고객 간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시대를 열고
있다. 이런 새로운 모바일 마켓 플랫폼 특성은 앞선 연구의 내용을 종합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언어나 문자보다 풍부한 정보량을 가진 동영상 정보를 통한 소통으로 정보의
매력도와 신뢰성이 높으며, 터치 등을 활용해 어린아이들과 같이 문자를 알지 못하더라
도, 화면을 통해 접속해 참여의 범위가 확대되는 특성을 지닌다.
둘째, 정보 내용에 대해 조회 수, 평점, 댓글, ‘좋아요’ 등의 추천을 통해 아주 쉽게
자신의 의사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표현할 수 있다는 특성을 지니
고 있다. 특정 브랜드나 상품에 대해 내가 관계하고 있는 집단에 의해 평가된 선호 순
위(social filtering)는 나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수가 참여한 필터링 과정
을 통해서 잘못된 정보는 소멸하고 전체 집단에게 올바른 정보는 집단지성으로 발전하
게 된다. 여기에 더해 각 브랜드나 상품에 대한 선호집단의 크기 역시도 파악할 수 있
다.
셋째,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행동을 SNS를 통해 경험하게 되고, 수많은 브랜드와
상품들에 대한 신뢰성 높은 정보를 얻게 되어 소비자들도 전문지식을 배우고(social
learning), 그 결과 고객들은 스스로 브랜드와 상품에 대한 평가 능력이 강화되었다는
신념, 즉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을 가지고 구매의도를 형성하게 되었다.
넷째, 이러한 사회적 필터링 과정을 통해 정보의 선택적 왜곡(selective filtering) 현상
을 정제하면서 집단지성이 창조되고, 그 지성은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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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성 창조에 기여도가 높은 파워 블로그가 영향력이 높은 멘토로서 또는 대중이 선택
한 스타로서 의견 선도자로 떠오르게 된다. 나이, 국적, 인종, 언어, 종교, 학력, 사회계
층 등의 제약 없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유명한 전문가로 인정받게 되는 공정한 사회,
기회가 균등한 사회, 새로운 글로벌 사회가 열리고 있다.
다섯째, 특정한 주제에 대한 의견과 관심사가 유사한 사람들이 일정기간에 걸쳐서 서
로 다양한 의견교환을 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집단지성은 커뮤니케이션에 참가한 당사
자들에게 태도 변화는 물론 행동 변화까지 촉진시키는 힘을 발휘하게 된다.
여섯째, 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동질성이 큰 집단을 신속하게 형성할 수 있으며,
그 집단의 크기에 따라 네트워크의 영향력도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집단의 구
매력이 확대되면 소셜 쇼핑과 같은 고객주도형 마케팅을 전개할 수 있다. 이는 나이, 소
득, 직업 등과 같은 전통적인 시장 세분화 변수보다 더 효율적으로 유사한 속성을 가지
는 집단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일곱째, 기업들은 유사한 관심사로 클러스터링되어 있는 고객 네트워크 접근을 통해
목표 고객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접속이 가능하며, 이는 최소의 비용으로 전 세계의 고
객들과 다수의 핵심 고객들에게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
새로운 통신매체가 대중화되면서 지구촌에는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변화
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을 어떻게 창조하며, 또 이용할 수 있는가에 따라
기업과 조직은 물론 개인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IV. 실증연구
스마트폰 등장 이후 모바일 마케팅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또 뉴미디어 환경에서
고객들의 역할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마켓 플랫폼에서의 스마트폰은 어떻게 그 역할
의 범위를 확대시켜 나갈 것인가? 그리고 스마트폰을 활용해 고객과 고객, 기업과 고객,
그리고 기업과 고객, 콘텐츠의 개방적 상호소통 시스템이 소매업계의 유통생태계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등의 제시를 위해 실증조사를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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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통시스템의 설계
고객들이 선호하는 새로운 패션 트렌드를 고객 상호 간의 소통을 통해 파악하는 과
정을 알아보기 위해 스마트폰에 “30대 직장 여성의 다음 시즌의 패션 트렌드, 내가 좋
아할 트렌드”라는 응용 프로그램(application)이 운영되고 있다고 가정했다. 이 때 최다
추천을 받은 제안은 여러 기관들로부터 각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설계되었
다고 가정했다.

2. 소통시스템에서의 고객행동에 대한 가정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경우 메시지의 발신자와 수신자가 모두 고객들이다. 메시지
의 내용 역시도 고객들이 만들고 있다. 이런 과정에 대한 가정은 다음과 같다.
1) 고객들이 휴대폰으로 다음 시즌의 트렌드를 반영한다고 생각하는 사진, 룩(look)
을 어플에 업로드하기 시작할 것이다.
2) 이미지를 본 고객들은 ‘좋아요’ 또는 ‘싫어요’라는 평가를 남기거나 자신의 의견을
댓글로 남기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3) ‘좋아요’에 참여하는 고객들의 수가 많아질수록, 그리고 특정한 이미지에 대한 집
중도가 증가할수록 고객들의 투표에 의한 결정의 대표성이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고객들은 그들의 선택 이후 다음 시즌의 트렌드를 파악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최고 득표를 한 이미지를 특정 고객이 처음에는 싫어했다고 하더라도 투표 결과를
알고 난 후에는 자신의 생각을 변경하게 되는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
5) 이러한 이벤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고객들의 아이디어를 읽
고 이해하고 생각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패션을 보는 안목도 전문가 수준으로 배
우게 된다.
6) 고객들에 의해 선정된 패션 트렌드에 맞는 제품들은 다른 구매 고객들의 모방구매
로 아주 신속하게 확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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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증조사 결과
참여자들은 대학생 22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반적 고객 참여형 모바일 마켓 플랫
폼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데모로 개발된 모바일 마켓 플랫폼의 화면을 실행 순서에 따
라 확인하면서 설문에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데모의 속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7점 척도로 응답했다. 그 결과 참여자
들은 모바일 마켓 플랫폼 콘셉트에 대한 흥미(M=4.79), 참여작 리스트에 대한 흥미
(M=5.31)와, 상세내용에 대한 흥미(M=4.96)를 나타냈으며, 일표본 t-검정을 통해 중립
을 나타내는 4점과 평균의 차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 중립 의견보다 콘셉트에 대해 높
은 흥미[t(1,220)=8.067, p<.001], 참여작 리스트에 대해 높은 흥미[t(1,220)=15.259, p<
.001], 상세 내용에 대해서도 높은 흥미[t(1,220)=10.849, p<.001]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
인했다. 이 때 5점 이상을 긍정 비중으로 해석했으며, 평균과 긍정 비중은 <그림 3>과
같이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들은 제시된 모바일 마켓 플랫폼을 통해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일어날 것
[M=4.55), t(1,220)=5.612, p<.001]이며, 아이디어가 공유과정을 통해 발전할 것[M=

<그림 3> 모바일 마켓 플랫폼 관련 흥미 및 성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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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t(1,220)=11.36, p<.001]을 예상했다. 또 이러한 상호작용이 관련 상품의 구매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것을 예상[M=4.82, t(1,220)=3.367, p<.01]했다. 이에 대한 평균
과 긍정 비중은 역시 <그림 3>에 제시했다.
이후 플랫폼을 통한 참여자의 의도를 6점 척도를 통해 측정했으며, 4점 이상을 참여
의도로 보아 그 비중을 확인했다. 그 결과 소개화면에서 참여작 리스트 화면으로의 이
동의도는 80.1%, 참여작 리스트 화면에서 상세 설명으로의 이동의도는 89.1%, 상세보
기 화면에서 댓글 및 평가로의 이동의도는 80.1%로 나타나, 마켓 플랫폼이 제공하는
과정을 그대로 따라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모바일 마켓 플랫폼 활용을 통해 참여자들은 자신이 지닌 아이디어를 공유하
겠다는 의도는 76.0%, 추천활동 등을 통한 참여 의도는 76.8%, 댓글활동 참여 의도는
65.6%, 마켓 플랫폼의 이용 의도는 80.1%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그림 4>와 같다.
실증연구 결과 참여자들은 모바일 마켓 플랫폼을 통해 의견을 공유하고, 추천 및 댓
글을 통해 상호작용하려는 높은 의도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이는 아이디어의 발전과 더
불어 직접적으로 행동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결과를 통해 고객들은 모바일
마켓 플랫폼을 통해 고객 주도적인 마케팅에 참여할 것이며, 이를 통해 더욱 고객지향
적인 결과를 도출해내고, 보다 더 직접적인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
다. 즉, 고객 참여 기반의 고객중심으로 마케팅 환경이 변화할 것이며, 유통에 있어서도
고객이 그들의 추천을 통해 제시한 정보가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림 4> 모바일 마켓 플랫폼 관련 소비자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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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마케팅 함의
1. 고객 네트워크상에서의 고객 세분화
스마트폰은 말 못하는 사람, 문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 버스나 전철 속에서, 직장에서
휴식 할 때, 집에 있을 때 등 언제 어디서나 터치함으로써 이용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1년 만에 1000만 대의 스마트폰이 판매될 정도로 대중에게 새로운 매체 환경이 널리
보급되어 있으며, 이와 더불어 이용 빈도 역시도 아주 높은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SNS(Social Network Service)란 사람들의 사회적 연결망이다. 유사한 관심을 가진 사
람들이 SNS 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이나 모바일 공간에 커뮤니티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정치적 문제나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커뮤니티도 많다. 다음 시즌의 20대 여성의
류의 유행 스타일 종류가 다섯 가지가 있다면 SNS를 통해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스타일이 바로 다음 시즌의 대표 트렌드로 생각할 수 있으며, 또 그 집단
의 크기와 속성을 보아 목표시장으로 선택할 수 있다. 마치 특정한 사회운동가를 좋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모바일 공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며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이 특정한 상표를 좋아하는 고객들이 모바일 공간에 모여 서로 그 상표에 대해
토론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집단의 크기와 속성을 평가하면 목표시장도 쉽게 선택할
수 있다.
즉, 변화된 매체 환경은 과거 시장을 세분화하고, 세분시장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표적 시장을 선택해 기업이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던 마케팅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
하고 있다. 고객들은 가상환경에서의 사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주도적으로 상품에 대
한 평가를 수행하며, 이는 다른 고객에게 강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소비자 네트
워크의 힘은 고객 스스로 상품과 서비스를 제안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Sharma &
Sheth, 2004). 고객들은 그들의 사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원하
는지를 도출해내고, 적극적으로 이의 개발을 기업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는 과거 수동
적인 수용자의 고객들이 이제 적극적인 참여자로 바뀌고 있음을 의미한다(Prahalad &
Ramaswamy, 2004). 새로운 매체 환경 내에서 고객들은 기업이 세분화하기 이전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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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자신들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한 집단을 이루고 있으며, 이 네트워크 내에서 상품과
서비스에 관련한 통합적 정보(look)를 공유하고, 기업에게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요
구하고 있다. 즉, 세분시장을 구분하고 표적시장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세분화된
고객 집단을 대상으로 그들이 원하는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으로 마
케팅의 패러다임이 변화될 필요성이 있다.
과거에는 연령, 사회계층, 소득 등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변수로 시장을 세분화해 왔
다. 그러나 이제는 이같은 변수들이 더 이상 시장의 복잡성이나 역동성을 설명해 주는
유용성 있는 정보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분화되어 가는 각 소비자 유형의
실체 파악을 위해 사이코그래픽스 연구를 진행했으며, 가치와 라이프스타일(AIO)에 대
한 설문 항목의 측정을 통해 고객 유형을 3개에서 9개로 세분화하는 연구 등이 진행되
었다. 대표적인 세분화 방법으로는 VALS(value and lifestyle) 등이 활용되고 있다(임종
원 외, 2006). 그러나 이러한 유형 분류 방식을 통해 표적시장을 선택하기에는 세분시
장이 너무 광범위하고 일반적이라는 단점과 함께, 개인 차원의 측정을 바탕으로 집단을
연결한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네트워크화된 고객들은 동일한 가치와
활동, 관심, 그리고 의견에 따라 집단을 이루고 있어, 그 자체로 라이프스타일을 기반으
로 한 세분화가 가능함을 제시하고 있다.
즉, 뉴미디어 환경 하에서 소비자들은 그들의 태도와 관심, 행동이 비슷한 사람들이
발신자와 수신자로서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고객은 집단을 형성
하고,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가상공간에서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된다. 베르너-리 등(Berners-Lee et al., 2001)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가상공간은 핵심
적인 소통의 플랫폼으로 거듭났으며, 사용자들 스스로 많은 관심 그룹을 창조하고, 공
통된 흥미와 지식에 대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이러한 사회 네트워크
는 그들의 사회적 코드를 지니고 있으며, 네트워크상에서의 소속을 반영한다. 따라서
소비자 네트워크 내의 고객은 제품 자체와 대중매체를 통한 소구보다 네트워크 내의 의
견에 대해 더 큰 영향을 받게 된다(Vernette, 2004). 이러한 환경 속에서 고객들은 스스
로 많은 관심 그룹을 창조하고, 공통된 흥미와 지식에 대한 커뮤니티 형태 등의 고객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었다(Berner-Lee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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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객 네트워크를 통한 새로운 오퍼링의 제시
의류업계에서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패션 정보지와 패션 전문가들의 추천을 받
아 다음 시즌의 유행 트렌드를 6개월 전에 예측하고, 국내외 생산계획을 완료하고 있
다. 전문가의 패션 트렌드가 일정 수준 모든 의류업계에 도움이 되지만, 고객 특성과 취
급 제품들이 다른 개별 기업들은 그 수요를 각각 예측해야 한다. 그 결과 과잉 재고나
재고 부족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했다. 그런데 패스트패션(fast fashion) 업계
의 일부 회사에서는 고객들이 서로 투표해 ‘우리들이 선택한 패션스타’를 매월 발표하
는 경우도 있다. 고객들의 상호 소통 활동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고객들의 의견을 다음
달 생산과 판매계획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생산제품들의 완전판매가 가능
하게 되어 낮은 가격으로도 유행에 맞는 제품을 생산해 트렌드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
장할 수 있을 것이다.
관심사를 기반으로 한 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고객층의 확
대는 협업을 위한 도구들을 통해 다양한 참여활동을 수행하게 해, 고객 협업을 통한 새
로운 형태의 시장 제공물(market offering)을 공급하고 있다. 페이스북의 좋아요(like),
트위터(Tweeter)의 RT(re-tweet) 등 SNS를 비롯한 다양한 게시판 시스템들은 참여자들
의 추천과 공유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 안에서 고객들은 공유 활동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시하고, 추천 활동을 통해 소비자 네트워크
내에서의 스크리닝과 필터링 과정을 수행하고 있다. 즉, 고객들은 협업 활동을 통해 그
들의 니즈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공물을 사회적 필터링(social filtering)을 통해
도출하고 있으며, 기업은 이러한 정보를 활용해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고객은 아이디어의 중요한 원천이라 할 수 있다. 고객의 제안을 받아서 평가한 다음
신제품 개발이나 영업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사례 역시도 많다. 고객들이 디
자인 공모에 참여하고, 고객들의 평가에 의해 선택된 티셔츠를 생산․판매해 매출을 증
가시키는 사례 역시도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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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객 집적을 통한 확산
고객의 사용 경험이나 의견을 다른 고객에게 전파하는 활동이 마케팅에 응용되는 것
을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이라고 한다. 과거에도 구전(word of mouth) 활동에
는 의견 선도자들이 있었다. 이제는 컴퓨터의 기능이 스마트폰에 내장됨에 따라서 고객
들 상호 간의 의견조정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고객들의 커뮤니티는 제품의
평가, 구매 과정에서의 주의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게 해 소비자로서 고객의 위
험을 감소시키고, 제품의 효율적 구매 선택과 사용 효용을 증대시켜 소비자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커뮤니티에서는 상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와도 연결되어 있어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대한 태도 형성과 변화를 유도하고 마
침내 구매 단계에까지 이르게 하도록 하고 있다. 즉, 강화된 상호작용 환경 속에서 고객
들은 특정 상품에 대한 사전적 구매의도를 형성하며, 제품이 출시되었을 경우 빠르게
이를 구매하는 새로운 형태의 집적을 통한 확산이 나타나게 된다.

4. 연구 결과의 요약
관심사를 기반으로 한 고객 네트워크와 이들의 참여, 공유, 협업 활동을 통한 제공물
들은 고객의 의사결정에 기존의 매체보다 더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고객들은
기업의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자신들이 속한 네트워크 내에서 해당하는 상품과 서비
스가 얼마나 인정받고, 공인받고 있는가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의
구매에 강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많은 기업들은 모바일을 활용한 가상공간에서 고객과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모바일 SNS를 활용해 고객과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마켓 플랫폼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이미 이러한 모바일 마켓 플랫폼은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많은 고객들은 모바일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고객들은 새로운 매체를 통해 기업과의 소통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고, 고객 간의 소통 역시도 확대해 새로운 형태의 기업과 고객 간의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기업 마케팅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Henn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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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au et al., 2010).
기존의 매체가 아닌 새로운 매체의 활용은 새로운 소비자 행동이 나타나게 만들고
있다. 고객들은 새로운 스마트폰이 출시되기도 전에 신상품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수행
하며(고객과 고객 간의 신제품에 대한 소통), 신제품 발표회(기업의 활동)가 있고 나면
즉각적인 예약활동이 이루어지며, 마침내 신제품 출시 날 수많은 사람들이 긴 줄을 서
서 제품의 수령을 기다리게 된다(고객 구매행동이 다른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 즉, 기
존의 혁신자와 조기수용자 층을 통한 확산이 아닌 출시를 기다리는 고객들의 집적이 이
루어지고, 이들은 신제품 출시를 기다리며, 출시와 함께 즉각적인 구매가 일어나는 집
적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확산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이제 고객들이 참여해 관계를 맺고, 자신들의 지식을 공유하며, 협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스마트한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스마트 환경에서 고객들
은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추천
등 다양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모바일 마켓 플랫폼이 구축되었
을 때, 기업은 고객들과 함께 새로운 마켓 오퍼링을 시장에 제공하고, 사전 고객 집적을
통한 급속한 확산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모바일 공간과 사회적 연결망 서비스 등을 활용하는 마케팅 활동이 널리
확산되고 있는 환경에서 모바일 마케팅 전략이 향후 어떻게 발전할 것이며, 그 결과 전
통적인 마케팅 생태계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 것인가에 대해 탐색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그림 5>와 같이 협업형 웹 환경과 모바일 매체의 활용 증대를 통한 고객들
간의 지속적 상호작용과 더불어, 사회적 연결망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메시지의 확산과
고도화가 일어나는 마케팅 환경 변화에 대해 제시했다. 이후 이러한 환경 속에서 고객
들은 서로 간의 정보 공유를 토대로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가상환경 내에서 군집을 이루
고 있음을 제시했다. 아울러 매체를 통한 협업 활동과 사회적 필터링(social filtering)을
통해 집단지성을 제시해 새로운 마켓 오퍼링을 창출하고, 관심과 뜻을 함께하는 고객들
의 집적 과정에서의 사회적 학습과 효능감의 강화가 대기수요화되며 새로운 형태의 확
산으로 나타나고 있음도 제시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모바일 마켓 플랫폼 구
축 필요성을 실증 결과를 통해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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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모바일 소통을 통한 마케팅 환경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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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act of Mobile Collaborative Communication
Platform on the Marketing Environment:
An Exploratory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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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many cases of SNS (social network service) increases the people with
common interest and induces collective actions in a short period of time. In this study,
we show that this phenomenon is based on a mobile communication platform with
SNS, and suggest mobile communication characteristics in marketing context.
In the mobile media environment, customers create collective intelligence and learn
it. In this environment, message spreads rapidly and at the same time people
agglomerate with similar interests. This study propose mobile communication can
create collective intelligence through sophisticating message, make message diffuse
quickly, make customer attitude change effectively and let customers with same
interest form a cluster in a virtual space.
Empirical test with mobile market platform demo on 221 college students confirms
that customers participation increases and its influence also enhances in the mobile
communication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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