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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reat number of customers, who want to watch movies usually check out online reviews before choosing what 

to watch a movie. The most representative online media that customers consult are portal sites and SNS (Social 

Network Service). Although there have been numerous studies on online eWOM (e-Word of Mouth) and the effects 

of online media in businesses, it remains a question that which media is best for WOM (Word of Mouth) when selecting 

movies. This research examines customer’s intention for consulting eWOM and for watching movies according to the 

number and tendency of online replies. We have compared portal sites and SNS about information of movie. The study 

shows that a large number of positive replies can affect the intention for WOM and choosing movies. Facebook has 

more influence than portal sites when choosing what to watch when replies consist of large and positive comments. 

However,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two types of media when they consist of negative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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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일반 으로 소비자는 제품 는 서비스를 구매

하기 에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에 의

존하고 귀를 기울이는 경향이 많다. 근래 부분

의 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구 마 은 소비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의 확산을 통한 마  효과를 

목 으로 한다. 구 (WOM：Word of Mouth)은 

실제 제품 혹은 서비스를 경험한 소비자들이 자신

의 직․간 인 경험을 입에서 입으로 다른 소비

자나 친구들과 달하고 교환하는 활동이다. 근래 

연구에 의하면 신제품의 홍보효과는 기업 차원에

서 제공하는 고보다 실제 으로 제품을 사용한 

사람들이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이 높다고 인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and Yu, 2006). 그리

고 Kim and Seo(2010)의 연구에 따르면 구 의 

품질은 온라인 쇼핑몰의 구매의도에 해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 Katz and 

Lazarsfeld(1955)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구  커뮤

니 이션 효과는 통  홍보수단인 라디오 는 

일반 제품 홍보를 내는 고보다 2배, 종업원보다 

4배 이상, 신문지와 잡지보다 무려 7배 이상의 홍

보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한다. 

근래 기술의 발 으로 인해 인터넷을 통해 온라

인 구 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012년에 리

서치 문기업 마크로 엠 인(www.embrain. 

com)이 1,200명 소비자 상으로 조사한 결과 10

명  8명은 제품을 구매할 때 항상 소비자리뷰를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객리뷰(구매

후기, 상품평 등)에 한 신뢰도는 73.8%(5  척도 

3.89 )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응답자 특성별 큰 차

이는 없었다(embrain Trend Monitor, 2012). 

최근 화 선정  람에 해서도 련된 정

보  평가 등 구  효과 변수가 큰 향을 미치

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기존에 인터넷이 없던 

시 의 화사들은 주로 텔 비 , 잡지, 신문, 라

디오 등 통  미디어를 통해 홍보하고 소비자들

은 이러한 통 인 미디어로 화와 련된 정보

를 획득하 다. 화정보와 련한 매체유형에 따

른 기존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화 람객은 신문, 

잡지, 텔 비  등의 통 미디어를 활용하는 사

람들이 총 62.3% 정도로 높게 나타났었다. 그 에

서 신문을 통한 소비자가 32% 정도로 매체 에 

신문의 향력이 제일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Jeon, 2002). 그 지만 근래에는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이 발 함에 따라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되

는 화 정보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DMC 

Media에서 발표된 2012년 화 소비 실태보고서

에 따르면 람할 화를 선택할 때 인터넷을 통

하여 화정보를 얻는 것이 76.8%로 1순 를 차지

하 고 지상  텔 비 (33.7%), 모바일 인터넷

(21.9%), 인  네트워크(21.5%), 소셜 미디어(16.1%)

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에 라디오, 신문, 잡지 등 

통 인 매체들의 향력은 속도로 어들고 

있다.

한편 2000년 이후부터 Web 2.0 기반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Social Network Service)

가 새로운 커뮤니 이션 온라인 매체로 등장하면

서 통 인 오 라인 매체보다 구 의 향력과 

효과가 더욱 확 되고 있다(Kim et al., 2014). 페

이스북(Facebook), 트 터(Twitter), 카카오톡(Ka-

kaotalk), 블로그(Blog)와 같은 소셜 미디어의 등

장으로 소비자 간의 구  활동이 활발해 졌으며 

다양한 정보가 시간과 지리 인 제약 없이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게 되었다. 력이 높은 SNS는 

효과 이고 최 의 온라인 구  매체로서 화분

야 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분야에서 활용성이 높다. 

소비자들이 직 으로 경험한 제품이나 서비스 정

보가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달되면서 높은 신

뢰를 얻어 구 효과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

다(Park, 2012). 한, 소비자들은 화와 같은 소

비재 뿐만 아니라 경험재 특성이 있는 복잡한 제

품을 선택할 때 다른 매체에 비해 온라인 커뮤니

이션에서 얻은 구  정보를 더욱 의존하는 경향

을 보이고 있다(Senecal et al., 2004).

이 듯 온라인 매체에서 이루어지는 구  커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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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이션의 요성에 해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

면서 최근 온라인 매체상의 댓 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Cho et al., 2012). 화와 

련한 주된 댓 은 포털과 Facebook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러한 온라인 매체유형에 

따라 소비자들의 댓  정보에 한 신뢰성에 인식

차이가 있는지, 온라인 댓 의 양과 정 는 부

정의 방향성은 화 람의도에 해 어떠한 향

을 미치는 지에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기

존의 연구들은 화정보를 제공하는 매체를 단일

하게 보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각 온라인 매체의 

유형 별 온라인 구  속성에 미치는 향에 해

서 연구하며 온라인 매체유형을 조 변수로 추가

하여 구 의도와 화 람의도를 설명할 수 있는 

연구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제 2장에서는 이론  배경으로 

련된 선행연구들을 분석하고 제 3장에서는 연구

모형  가설을 제시한다. 제 4장에서는 연구방법

을 기술하고 제 5장에서는 연구의 실증분석을 실

시하며 제 6장에서는 결론과 시사 을 제시한다.

2. 이론  배경

2.1 온라인 구 (eWOM)에 한 선행연구

구 이란 소비자 간 제품 혹은 서비스에 해 

정 이거나 부정 인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행

 는 자신의 상업 인 이익을 목표로 하지 않

은 비공식 이고 자발 인 의사소통을 의미한다 

(Christiansen and Tax, 2000). 최근에는 인터넷과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

gies)의 발 으로 오 라인 구 에서 컴퓨터, 모바

일 기기와 같은 매체를 통한 온라인 구 (eWOM)

으로 체 되고 있다. 연구자 마다 온라인 구 에 

해 내린 정의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인터넷을 

기반으로 소비자들이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바

탕으로 제품 혹은 서비스에 련된 정보를 소비자

간 공유하여 커뮤니 이션하는 것으로 공감하고 

있다. 

특히 화산업에서 댓 이 화의 매출, 람의

도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가 많았고, 소비자

들의 자발  참여로 시작된 온라인 구  활동에 

기업의 심이 차 높아지면서 온라인 구 의 활

용성도 높아지고 있다.

인터넷 환경에서 능동 인 커뮤니 이션을 진

하고 정보를 간편하게 공유할 수 있는 표 인 

수단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이다. 그로인해 포털 

사이트의 온라인 구 에 련된 연구가 많이 진행

되었다. (Bae et al., 2010)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화 리뷰를 심으로 구 효과의 향요인을 제

시하 고, Kim and Sang(2010)은 인터넷 포털사

이트를 심으로 온라인 정보  구 특성 요인이 

고객의 구매의사결정에 미치는 향에 해 연구

하 다 

최근 정보를 제공하여 보여주기만 했던 Web 

1.0시 를 지나 공유기반의 Web 2.0시 로 환되

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 으로 Web 2.0기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빠르게 등장하고 확산되면서 

SNS를 통한 온라인 구 이 커다란 구 효과를 발

휘하기 시작하 다. SNS의 특성은 한 제품에 

한 정보를 빠르게 공유하여 확산할 수 있다는 

이다. 그리고 SNS의 온라인 구 은 다른 수단보

다 온라인 구 의 유 강도가 한 단계 더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Park(2012)은 개 한 화 ‘써니’

를 사례 심으로 SNS를 통해 구 효과가 화의 

매출  흥행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여 검증하

다. 한, (Milad et al., 2015)의 연구에 따르면 페

이스북상의 고는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향을 

다고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표  매체인 화 포털과 2007

년 이후 최고의 SNS인 페이스북의 온라인 댓 의 

양과 방향성이 구 의도  화 람의도에 어떠

한 향을 미치는지에 해 규명하고 연구하고자 

한다. 페이스북은 2013년 말까지 가입자 수는 12억 

명을 돌 하 고, 하루 25억 개의 콘텐츠가 공유

되고, 27억 번의 ‘좋아요’ 버튼이 클릭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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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되고 있다. 기업에서도 페이스북 같은 SNS를 

통해서 마  수단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 

2.2 온라인 댓 의 양에 한 선행연구

댓 의 양은 온라인에서 어떤 제품 혹은 서비스

에 해 경험했던 후기나 댓 의 수를 말한다. 소

비자의 심리차원에서 보면 어떤 제품에 련 댓

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호의 이거나 심을 갖

게 되는 연상을 많이 하게 되고, 이는 제품에 한 

정 인 태도를 생기게 한다. 반 로 어떤 제품 

혹은 서비스에 한 댓 이 없으면 그 제품에 

한 거부감이 든다. 특히 화를 선택할 때는 해당 

화에 한 평가 리뷰가 없으면 무의식 으로 

‘그 화가 재미없다’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 2012

년 리서치 문기업 마크로 엠 인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구매후기, 상품평 등의 리뷰가 많은 

제품을 구매하는 비 은 68.7%(5  척도 3.79 )

로 높게 나타났다(embrain Trend Monitor, 2012). 

를 들어서 한 매 에 손님이 많으면 그 매 의 

제품이 인기가 많다고 인식하는 경향과 같은 것이

다. 마찬가지로 한 화에 련 댓 이 많으면 많

을수록 그 화가 재미있고 인기가 있다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 으로 온

라인 댓 이 기업의 매출에 긴 한 계를 가지고 

있어 많은 연구자들이 댓 의 양에 련하여 연구

를 활발히 진행하 다. 미국의 표  서  Ama-

zon과 Barnes and Noble의 웹 사이트에 올린 리뷰

는 기업의 매출에 향을 미치고 리뷰의 수가 많을

수록 매출액도 통계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Chevalier and Mayzlin, 2006).

2.3 구 정보의 방향성에 한 선행연구

구 정보의 방향성은 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련된 구 의 정보를 정 인 것과 부정 인 것으

로 구분하여 정의된다. 정 인 댓 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한 칭찬이나 호평하는 댓 이고, 반

로 부정 인 댓 은 제품 혹은 서비스에 한 불

만이나 비방 등 헐뜯는 것이라고 정의된다(Brister, 

1991).

정 인 댓 이 구 효과에 어떠한 향을 미

치는지에 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었다. ICT의 

발 으로 인해 통  매자 심 비즈니스 모델

이 소비자 심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제 소비자들

은 기업에서 제품 혹은 서비스에 내는 고 혹은 

홍보는 단지 제품을 잘 팔기 한 수단으로만 인

식하고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었다. 반면에 경험하

거나 사용한 지인들의 비상업 인 공유 정보를 더 

신뢰하고 있다(Arndt, 1967)는 여학생들이 기숙사

의 매장에서 신제품을 구매하는 결정을 할 때 

정 인 정보를 얻은 응답자들이 부정 인 정보를 

얻은 응답자들보다 무려 3배 더 강하게 향을 받

는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 다.

부정 인 댓 은 말 그 로 경험하거나 사용한 

제품 혹은 서비스에 한 불만족이나 불평이 상업

인 이익 계 없이 소비자 간에 비공식 으로 교

류하는 과정이나 행 로 정의된다. 심리 인 차원

에서 부정 인 댓 을 보면 해당 제품에 한 거

부감 혹은 안 좋은 인식이 머릿속에 깊게 담아지

게 된다. 2012년 마크로 엠 인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체 응답자 10명  7명은 소비자 리뷰내

용이 부정 이면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다고 응답

하 다(embrain Trend Monitor, 2012). 

2.4 구 의도와 화 람 의도에 한 선행연구

구 의도는 어떤 제품 혹은 서비스에 한 평가를 

구두를 통해 타인들에게 비공식 으로 달할 가

능성으로 정의된다. 구 의도는 잠재 인 고객들

의 해당 제품 구매 혹은 사용여부에 큰 향을 미

치는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화산업에서는 아직 

그 화를 람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의 기 와 

람의도에 향을 다. Kim and Hwang(1997)

은 컴퓨터를 구매하는 실제 실험 환경을 제시하고 

구 의 수용과 구 의도가 상 계가 있다는 연

구결과를 도출하 다. 한, 구 정보의 수신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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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에서 얻어진 정보에 자신의 감성까지 추가하

여 다시 발신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확산력  

향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화는 람하기 까지 화의 특성을 아  알 

수 없는 특징의 소비재이다. 이에 따라 화를 구

매할 때는 해당 화에 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

에 투자 험성이 매우 높다. 객들은 자신이 이 

화에 해 가지고 있는 기 를 단하거나 충족

시키기 해서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정보를 탐색한

다. Kim(2010)의 연구에 따르면 화 람 의도는 

화를 람하기 에 람하고 싶은 의도의 정도

를 지칭한다. (Sung et al., 2002)은 기 를 심으로 

온라인 구  정보가 화 람 의도에 미치는 

향에 해서 연구하 다. 기존 연구들과 달리 

정 인 정보가 부정 인 정보보다 기 에 향을 

많이 미치고 주 인 정보가 객 인 정보보다 

기 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 다.

3. 연구모형  가설 

본 연구의 목 은 구 의도와 화 람의도에 

CGV 화 포털같은 화 포털사이트와 표 인 

SNS인 페이스북(Facebook)의 구 정보가 구 효

과를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나타내는지 알아보고

자 한다. 특히 두 온라인 매체상의 댓 의 방향성

( 정 /부정 )과 댓 의 양(고/ )이 구 의도하

고 화 람의도에 미치는 향을 비교 연구하고

자 <Figure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수립하 다. 

Intention to WOM 

Intention to watch 
movie

H3, H4: SNS(Facebook) VS Movie Portal

H1: Number of Reply

(High > Low)

H2: Propensity of Reply

Positive > Negative

H1a

H1b

H2a

H1b

H3a H3b H3c H3d H4a H4b H4c H4d

 <Figure 1> Research Model

온라인 댓 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비자들

은 그 만큼 해당 화에 해 호의 이거나 많은 

심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한, 댓 의 양이 많

다는 것은 제품 혹은 서비스에 한 인기가 있거

나 좋다고 인식을 시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제품을 구매할 때 험을 회피할 수 있다. 본 연구

는 온라인 댓 의 양이 구 의도와 화 람의도

에 한 향을 다는 가정 하에 다음과 같은 연

구문제 1과 가설을 설정하 다. 

연구문제 H1：온라인 댓 의 양에 따라 구 의도

와 화 람의도에 미치는 향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H1a：많은 양의 댓 은 은 양의 댓 보다 

구 의도에 미치는 향이 더 클 것이다.

가설 H1b：많은 양의 댓 은 은 양의 댓 보다 

화 람의도에 미치는 향이 더 클 

것이다.

온라인 댓 의 방향성은 정 인 내용, 부정

인 내용으로 구분하 다. 정 인 구 은 상물

에 한 칭찬이고 부정 인 구 은 상물을 비

하는 것이다(Brister, 1991). Jill et al.(2014)은 

정 인 메시지와 부정 인 메시지 심으로 구

의 향력에 한 연구를 진행하 다. 본 연구는 

이를 화산업에 용해서 댓 의 방향성이 구

의도와 화 람의도에 미치는 향의 차이가 존

재하는지 알아보기 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 2

와 가설을 설정하 다. 

연구문제 H2：온라인 댓 의 방향성에 따라 구

의도와 화 람의도에 미치는 

향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H2a： 정 인 온라인 댓 은 부정 인 온

라인 댓 보다 구 의도에 미치는 

향이 더 클 것이다.

가설 H2b： 정 인 온라인 댓 은 부정 인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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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댓 보다 화 람의도에 미치

는 향이 더 클 것이다.

Metzger(2007)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정보의 출

처에 따라서 정보의 신뢰성에 한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단된다. 온라인 매체의 정보 신뢰성 평

가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기 으로 일반 웹 사이

트와 Web2.0 기반 SNS의 요인들을 비교 분석하

여 정보 탐색 략에 용하는 요인의 차이가 나

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여기서 확장하여 두 온라

인 매체에 따라 댓 의 양하고 방향성이 구 의도

와 화 람의도에 미치는 향의 차이가 있는지 

악하려고 한다. 기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 3, 연구문제 4와 가

설을 설정하 다. 

 

연구문제 H3：온라인 댓 의 양에 따른 구 의도

와 화 람의도에 미치는 향이 

온라인 매체 간에 차이가 있을 것

이다.

가설 H3a：SNS가 화 포털사이트 보다 댓 의 

양이 많은 경우 구  의도에 미치는 

향이 더 클 것이다.

가설 H3b：SNS가 화 포털사이트 보다 댓 의 

양이 많은 경우 화 람의도에 미치

는 향이 더 클 것이다.

가설 H3c：SNS가 화 포털사이트 보다 댓 의 

양이 은 경우 구  의도에 미치는 

향이 더 클 것이다.

가설 H3d：SNS가 화 포털사이트 보다 댓 의 

양이 은 경우 화 람의도에 미치

는 향이 더 클 것이다.

연구문제 H4：온라인 댓 의 방향성에 따른 구

의도와 화 람의도에 미치는 

향이 온라인 매체 간에 차이가 있

을 것이다.

가설 H4a：SNS가 화 포털사이트 보다 정

인 댓 이 구  의도에 미치는 향이 

더 클 것이다.

가설 H4b：SNS가 화 포털사이트 보다 정

인 댓 이 화 람의도에 미치는 

향이 더 클 것이다.

가설 H4c：SNS가 화 포털사이트 보다 부정

인 댓 이 구  의도에 미치는 향이 

더 클 것이다.

가설 H4d：SNS가 화 포털사이트 보다 부정

인 댓 이 화 람의도에 미치는 

향이 더 클 것이다.

4. 연구방법

4.1 표본설계

본 연구에서는 실증연구를 해 주로 온라인 구

매경험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표본으로 하 다. 

학생을 표본으로 선정한 이유는 20 , 30  연

령층이 화에 심이 제일 많은 연령층이라고 

단했기 때문이다. 한, 20 , 30  연령층은 인터

넷이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품구매 경험을 많이 

가진 연령층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학생을 상으로 온라인과 오 라인을 

병행하여 설문을 진행하 다. 화 포털 사이트와 

표 인 SNS 각각 110부씩 총 22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 으며, 그 에서 성의가 없거나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하고 총 178부(포털 사이트 96부, 

SNS 82부)의 설문지를 확보하 다.

4.2 변수의 조작  정의와 자료 분석

연구모형의 검증을 해 설정된 각 변수의 조작

 정의와 설문항목은 <Table 1>과 같다. 한, 

모든 설문항목들은 리커트 5  척도(1 =  그

지 않다, 2 = 그 지 않다, 3 = 보통이다, 4 = 약간 

그 다, 5 = 매우 그 다)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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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Operational Definition of Variables

Variable Operational Definition

Number 
of Reply

High Reply Consumers large number of comments about the product or service

Low Reply Consumers small amount of comments for the product or service

Propensity 
of Reply

Positive Reply Some Replys that Consumers good rating for the product or service

Negative Reply Some Replys that Consumers bad evaluation for the product or service

Intention to WOM Intent you want to transfer to others that about the product or service

Intention to watching movie The degree to which it is passed on to another receiver after receiving the information.

5. 연구의 실증분석

5.1 표본자료의 통계 인 특성

본 연구는 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포털을 이

용하는 집단은 96명, SNS를 이용하는 집단은 82명

으로 총 178명의 학(원)생 상으로 분석을 실시

하 다. 응답 상자의 일반 인 특성을 알아보기 

하여 빈도분석을 실행한 결과는 <Table 2>와 같

이 일반 인구통계특성은 체 178명 응답자  남자 

95명(53.3%), 여자 83명(46.7%)로 순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20  141명(79.20%)으로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30 는 36명(20.2%), 20  미만 6

명(3.4%), 40  1명(0.6%) 순으로 나타났고, 학력

정보는 학(원)생 재학이 128명(71.91%)으로 제

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사  석사 졸업생

은 32명(17.98%), 직장인 13명(7.3%), 고등학교 졸

업은 5명(2.81%)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3개

월 동안의 화 람빈도의 설문에는 3개월 동안 

0～2편 람하는 사람이 78명(43.8%)으로 제일 많

은 응답결과가 나왔다. 이어서 3～5편 71명(39.9%), 

6～9편 23명(12.9%), 10편 이상이 6명(3.4%)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두 온라인 매체인 화 포털사이

트와 SNS의 댓  차이비교를 연구하고자 하 다. 

우선 SNS의 이용형태를 <Table 3>으로 정리하

다. Facebook을 이용하는 사람은 82명으로 가장 

많았고, 트 터를 이용하는 사람은 19명이었다. 하

루에 SNS 이용하는 시간빈도는 ‘4시간 이상’이 31

명으로 제일 많았다.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ategory Items Frequency
Ratio
(%)

Sex

sum 178 100%

male 95 53.3%

female 83 46.7%

Age

20～29 141 79.2%

30～39 36 20.2%

40～49 1 0.6%

The highest 
level of 
education

High school 5 2.81%

Undergraduate or 
Graduate student

128 71.91%

Bachelor’s or Master 
degree

32 17.98%

Worker 13 7.3%

Frequency 
of watching 
a movie in 

the last three 
months

0～2 78 43.8%

3～5 71 39.9%

6～9 23 12.9%

10 above 6 3.4%

 

<Table 3> Details on the SNS Utilization

Category Items Frequency
Ratio
(%)

SNS usage 
time one day 

Less than 1 hour 14 17.1%

1～2 hours 7 8.5%

2～3 hours 18 22.0%

3～4 hours 12 14.6%

more than 4 hours 31 37.8%

Mainly used 
SNS type
(Multiple 
Choices)

Facebook 82 100%

Twitter 19 23.2%

Cyworld 7 8.5%

Kakao Story 14 17.7%

metoday 4 4.9%

others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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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actor Analysis of Variables 

Variable Component

1 2 3 4 5 6 7 8 9 10 11 12

NRH2 .757

NRH1 .629

NRH3 .569

WOMIH2 .813

WOMIH1 .811

WOMIH3 .649

MSIH4 .837

MSIH3 .806

MSIH2 .837

MSIH1 .705

NRL3 .699

NRL2 .663

NRL1 .648

WOMIL2 .811

WOMIL1 .762

WOMIL3 .594

MSIL4 .823

MSIL2 .742

MSIL3 .731

MSIL1 .582

PR3 .844

PR2 .804

PR1 .674

WOMP3 .631

WOMP1 .554

WOMP2 .513

MSIP3 .738

MSIP1 .721

MSIP2 .689

MSIP4 .518

NR3 .808

NR2 .799

NR1 .633

WOMN3 .780

WOMN2 .765

WOMN1 .588

MSIN4 .886

MSIN3 .820

MSIN2 .747

MSIN1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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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Variable Reliability 

variable Items Cronbach’sа 

Positive Reply

Positive Reply 0.826

Intention to WOM 0.855

Intention to watch movie 0.836

Negative Reply

Negative Reply 0.774

Intention to WOM 0.696

Intention to watch movie 0.769

Number of Reply(High)

Number of Reply(High) 0.887

Intention to WOM 0.866

Intention to watch movie 0.877

Number of Reply(Low)

Number of Reply(Low) 0.860

Intention to WOM 0.847

Intention to watch movie 0.811

<Table 6> Analysis of variance that Intention to WOM and Intention to watch movie about Number of Reply

Variable Items Sum of squares d.f MS F-value P

Number of Reply(High) 
  → Intention to WOM

Between-group 25.182 11 2.289
3.401*** 0.000

Within-group 111.726 166 0.673

Number of Reply(Low) 
  → Intention to WOM

Between-group 40.034 9 4.448
16.478*** 0.000

Within-group 45.351 168 0.270

Number of Reply(High) 
  → Intention to watch movie

Between-group 38.618 11 3.511
4.368*** 0.000

Within-group 133.377 166 0.803

Number of Reply(Low) 
  → Intention to watch movie

Between-group 26.901 9 2.989
7.826*** 0.000

Within-group 64.181 168 0.382

Signif. code 0 ‘
***
’ 0.001 ‘

**
’ 0.01 ‘

*
’ 0.05 ‘.’ 

5.2 탐색  요인분석

<Table 4>와 같이 연구변수들을 상으로 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12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KMO 

(Kaiser-Meyer-Olkin) 측정값을 통해 표본의 표

형성 성에 해 측정한 결과 0.838로서 1에 가깝

게 나타났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값은 4408.616 

(df = 780, p = 0.000)로 유의수 이 p < .005에서 

유의하므로 요인분석이 합하다고 단하 다.

5.3 측정항목의 신뢰도분석

본 연구는 온라인 구 정보( 정 /부정 )와 댓

의 양(고/ )를 독립변수로 설정하 고, 구 의도

와 화 람의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 다. 조

변수는 두 온라인 매체의 비교를 통해서 독립변수

인 구 의도와 화 람의도에 미치는 향에 차

이가 존재하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설문지의 설문문항들 간의 내  일

성을 검증하기 해서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 다. 

일반 으로 크론바흐 알 (Cronbach Alpha) 계수

의 값이 0.7 이상이 되면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단된다(Langdridge and Gareth, 2009). 알  계수

가 높으면 높을수록 각 측정항목의 신뢰도가 높다

는 결과를 갖춘다. <Table 5>와 같이 Cronb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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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Verification Analysis that Intention to 
WOM about Number of Reply

Quantity of Reply N Average SD
Average
error

Number of Reply 
(High)

178 2.779 0.879 0.065

Number of Reply 
(Low)

178 1.946 0.719 0.056

<Table 8> Verification Analysis that Intention to 
watch movie about Number of Reply

Quantity of Reply N Average SD
Average
error

Number of Reply 
(High)

178 3.239 0.985 0.073

Number of Reply 
(Low)

178 1.869 0.695 0.052

 <Table 9> Analysis of variance that WOM intentions and Intention to watch movie about Propensity of 
Reply

Variable Items Sum of squares d.f MS F-value P

Positive Reply → Intention to WOM
Between-group 38.60 9 4.326

6.916
***

0.000
Within-group 105.046 168 0.626

Negative Reply → Intention to WOM
Between-group 14.566 8 1.566

4.266
***

0.000
Within-group 73.060 169 0.426

Positive Reply → Intention to watch movie
Between-group 23.530 9 2.616

4.062*** 0.000
Within-group 108.123 168 0.644

Negative Reply → Intention to watch movie
Between-group 27.411 8 3.426

9.496
***

0.000
Within-group 60.989 169 0.361

Signif. code 0 ‘***’ 0.001 ‘**’ 0.01 ‘*’ 0.05 ‘.’ 

Alpha 값은 0.7 이상이기 때문에 측정항목의 신뢰

도가 높은 것으로 단된다.

5.4 가설검증

5.4.1 연구문제 1에 한 검증

온라인 매체상의 댓  양(고/ )이 구 의도와 

화 람의도에 미치는 향의 차이를 악하기 

해 통계 패키지 SPSS 21.0의 일원분산분석

(One-way anova) 방법을 실시하 다.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가설이 유

의확률 p < 0.05보다 작게 나타나 온라인상에 댓

의 양이 많은 것이나 작은 것 모두 구 의도  

화 람의도에 해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댓 의 크기에 따른 차이는 <Table 7>에서와 

같이 구  의도가 댓 이 많은 경우 평균 2.779이

고, 댓 이 은 경우 1.946으로 댓 의 양이 많을

수록 그 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 댓 의 

양에 따른 람의도의 분석 결과 <Table 8>와 같

이 댓 이 많은 화의 람의도의 평균값이 3.239

이고 댓 이 은 화의 람의도는 1.869로 댓

의 양이 많을수록 화를 람하고 싶은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H1a, H1b는 

채택되었다. 즉, 온라인상에 댓 의 양이 많으면 

주변으로 달하려고 하는 경향이 높고, 해당 

화를 보고 싶어 하는 의도가 강해짐을 확인하 다.

5.4.2 연구문제 2에 한 검증

온라인 매체 댓 의 방향성( 정 /부정 )이 

구 의도와 화 람의도에 미치는 향의 차이

를 살펴보기 해 통계 패키지 SPSS 21.0의 일원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 다. <Table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가설이 유의확률 p 

< 0.05보다 작게 나타나 온라인 매체 댓 의 방향

성은 구 의도  화 람의도에 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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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Verification analysis of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Number of Reply

Variable Media(P/F) N Average SD t P

Number of Reply(High)
Facebook 82 4.03 0.600

4.029*** 0.000
Portal 96 3.65 0.656

Number of Reply(Low)
Facebook 82 1.622 0.062

-1.011 0.313
Portal 96 1.722 0.074

Signif. code 0 ‘***’ 0.001 ‘**’ 0.01 ‘*’ 0.05 ‘.’ 

것으로 나타났다.

구 의도에 해서 <Table 10>에서와 같이 

정 인 댓 은 평균값이 2.831, 부정 인 댓 의 

경우는 2.251로 나타났다. 화 람의도에 해서

는 <Table 11>를 보면 정 인 댓 을 본 후 

화 람의도의 평균값은 3.531, 부정 인 댓 을 

본 후 화 람의도는 1.947로 나타났다. 즉, 화 

련 정 인 댓 을 보고 구  의도  화를 

보고 싶은 의도가 활씬 강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설정된 분 연구의 가설 H2a, 가설 H2b 

는 채택되었다.

<Table 10> Verification Analysis that Intention to 
WOM about Propensity of Reply

Variable N Average SD
Average
error

Positive Reply 178 2.831 0.901 0.067

Negative Reply 178 2.251 0.704 0.052

<Table 11> Verification Analysis that Intention to 
watch Movie about Propensity of Reply

Variable N Average SD
Average
error

Positive Reply 178 3.531 0.862 0.066

Negative Reply 178 1.947 0.706 0.052

5.4.3 연구문제 3에 한 검증

포털과 SNS 두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는 집단 간 

같은 양(많음/ 음)의 댓 에 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온라인 매체간의 댓 에 한 인식

차이를 검증하기 해 통계 패키지 SPSS 21.0의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12>을 보면 온라인 매체에 따라 댓 의 

양이 많은 경우 t값이 4.029로 나타났으며, p < 0.05

로 조 변수로 인한 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온라인 매체에 따라 댓 의 양이 많은 

경우 두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는 집단 간의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

반면에 댓 의 양이 은 경우는 t값이 -1.011, 

통계  유의확률이 0.313으로 p < 0.05에 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 집단 간 인식의 차이는 없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즉, 두 온라인 매체의 댓  양이 은 경우에는 

인식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가설 

H3c, 가설 H3d은 기각되었다.

<Table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댓 이 많은 경

우에는 매체에 따른 구  의도  람의도의 분

산분석이 유의확률 p < 0.05 속함으로써 유의미하

게 나타나 댓 이 많으면 구 의도와 화 람에 

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온라인 매체에 따라 댓 의 양이 많은 경우 구

의도와 화 람의도에 미치는 향은 <Table 

14>와 같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의 경우 댓 의 양이 많은 경우 구 의도

(2.886)는 일반 포털 사이트(2.192)보다 높은 것으

로 측정되었다. 한, 화 람의도 측면을 분석

해보면 SNS를 이용하는 집단의 평균은 3.557, 일

반포털의 집단평균값은 2.967으로 나타났다. 결과

으로 온라인상의 많은 양의 댓 은 매체에 따른 

조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서 

가설 H3a, 가설 H3b는 모두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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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Analysis of Variance that WOM Intentions and Intention to Watch Movie about High Reply 

Variable Items Sum of squares d.f MS F

Number of Reply(High)_Facebook 
→ Intention to WOM 

Between-group 19.118 8 2.390
4.344

***

Within-group 40.160 73 0.550

Number of Reply(High)_Facebook 
→ Intention to watch movie

Between-group 26.201 8 3.275
4.267

***

Within-group 56.033 73 0.768

Number of Reply(High)_Portal 
→ Intention to WOM 

Between-group 21.330 11 1.939
2.976**

Within-group 54.729 84 0.652

Number of Reply_(High)_Portal 
→ Intention to watch movie

Between-group 16.507 11 1.501
2.175

*

Within-group 57.954 84 0.690

Signif. code 0 ‘***’ 0.001 ‘**’ 0.01 ‘*’ 0.05 ‘.’ 

<Table 14>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High Reply Online Media

Variable Media(P/F) Average SD Average error

Number of Reply
(High)_Facebook

Number of Reply(High) → Intention to WOM 2.886 0.855 0.094

Number of Reply(High) → Intention to watching movie 3.557 1.008 0.111

Number of Reply
(High)_Portal 

Number of Reply(High) → Intention to WOM 2.192 0.894 0.091

Number of Reply(High) → Intention to watching movie 2.967 0.885 0.090

<Table 15> Verification analysis of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Propensity of Reply

Variable Media(P/F) N Average SD t P

Positive Reply
Facebook 82 4.252 0.556

4.168*** 0.000
Portal 96 3.795 0.849

Negative Reply
Facebook 82 1.824 0.529

-1.940 0.154
Portal 96 1.501 0.665

Signif. code 0 ‘***’ 0.001 ‘**’ 0.01 ‘*’ 0.05 ‘.’ 

5.4.4 연구문제 4에 한 검증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는 포털과 SNS 집단 간의 

방향성( 정 /부정 )은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

는지 검증하기 해 t-test를 실시하 다.

<Table 15>을 보면 정 인 댓 은 t값이 

4.168로 나타났으며, 유의확률은 0.000으로 p < 0.05

에 속하여 정 인 댓 은 온라인 매체에 따라서 

SNS와 포털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반 로 부정 인 댓 은 t값이 -1.940로 나타났

으며, 유의확률은 0.154로 p < 0.05에 속하지 못 함

으로써 두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는 집단 간 차이

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두 온라인 매체 상 부정 인 댓 은 같은 인식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설 

H4c, 가설 H4d는 기각되었다. 

정 인 댓 의 경우 온라인 매체에 따라서 구

의도  화 람의도에 미치는 향의 차이가 

있다고 단된다(<Table 17> 참조). SNS를 이용

하는 집단의 경우 구 의도가 3.103, 일반 포털 사

이트를 이용하는 집단의 구 의도는 평균 2.599으

로 SNS의 구 의도 값이 더 높았다. 한,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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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8> Summary of Research Findings

Research Question Hypothesis Result

H1
H1a Accept

H1b Accept

H2
H2a Accept

H2b Accept

H3

H3a Accept

H3b Accept

H3c Reject

H3d Reject

H4

H4a Accept

H4b Accept

H4c Reject

H4d Reject

<Table 16> Analysis of Variance that WOM Intentions and Intention to Watch Movie about Positive Reply

Variable Items Sum of squares d.f MS F

Positive Reply(Facebook)
→ Intention to WOM 

Between-group 12.017 5 2.403
3.758

**

Within-group 48.601 76 0.639

Positive Reply(Facebook)
→ Intention to watch movie

Between-group 6.892 5 1.378
5.077

***

Within-group 20.635 76 0.272

Positive Reply(Portal)
→ Intention to WOM 

Between-group 22.544 9 2.505
4.350***

Within-group 49.516 86 0.576

Positive Reply(Portal)
→ Intention to watch movie

Between-group 9.268 9 1.030
1.629

*

Within-group 54.357 86 0.632

Signif. code 0 ‘***’ 0.001 ‘**’ 0.01 ‘*’ 0.05 ‘.’ 

<Table 17>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Positive Reply Online Media

Variable Media(P/F) Average SD Average error

Positive 
Reply(Facebook)

Positive Reply → Intention to WOM 3.103 0.865 0.095

Positive Reply → Intention to watch movie 3.229 0.818 0.083

Positive Reply(Portal)
Positive Reply → Intention to WOM 2.599 0.871 0.089

Positive Reply → Intention to watch movie 2.815 0.582 0.064

람의도 측면에서 SNS의 집단평균 값이 3.229, 

일반 포털사이트의 집단평균 값이 2.815로 SNS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 인 온라인 댓

은 매체에 따라 구 의도  화 람의도에 

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과 으로 온라인상의 정 인 댓 은 매체에 

따른 조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H4a, 가설 H4b은 채택되었다.

가설검증을 종합해 보면 <Table 18>과 같이 온

라인 상의 댓 은 양이 많을수록 구 의도  

화 람의도에 미치는 향이 크고, 정 인 댓

은 부정 인 댓 보다 구 의도와 화 람의도

에 미치는 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가설 H1a>, <가설 H1b>, <가설 H2a>, <가설 

H2b> 가설이 채택되었다. 한, 온라인 상의 매체

에 따른 정 인 댓 과 많은 양의 댓 은 구 의

도와 람의도에 해 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악하 다. 이에 따라서 <가설 H3a>, <가설 H3b>, 

<가설 H4a>, <가설 H4b> 가설이 채택되었다. 하

지만 부정 인 댓 과 댓 이 은 경우에는 온라

인 매체간에 조 효과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밝

졌다. 이에 따라서 <가설 H3c>, <가설 H3d>, <가

설 H4c>, <가설 H4d> 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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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Web 2.0으로 발 함으로써 기업은 SNS를 마

 도구로 활용하여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 

본 연구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s/sites, SNS)의 표 인 랫폼인 Face-

book과 화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댓 의 양

과 방향성이 화에 한 정보의 확산의도와 화

의 람의도에 미치는 향을 악하 다. 본 연

구의 연구결과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매체 상의 화에 한 댓 의 양

이 많으면 많을수록 구 확산 의도가 높고, 화 

람의도가 강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리  차원

에서 댓 의 양이 많아질수록 그 화에 해 

심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온라인 매체 상의 정 인 댓 을 보면 

주변으로 확산시키고자 하는 구 의도와 화 

람의도가 부정 인 댓 보다 정 인 댓 이 높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화정보를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와 Face-

book상의 온라인 댓 의 양이 많은 경우는 매체에 

따라 인식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 졌다. Face-

book이 더 향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에 댓 의 양이 은 경우는 온라인 매체를 가리

지 않고 인식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댓

이 은 온라인 매체에 따른 조 효과는 보이지 

않았다 

넷째, 정 인 댓 은 포털사이트와 Facebook

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Facebook

이 더 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 로 부정

인 댓 은 온라인매체와 상 없이 인식의 차이

가 없는 결과가 나왔다. 해당 화의 부정  댓

은 매체와 상 없이 그 화에 해 동일한 부정

인 인식을 가지게 된다. 즉 부정 인 댓 은 온

라인 매체에 따라 구 의도와 화 람의도에 조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다섯째, Facebook을 이용하는 집단은 포털사이

트를 이용하는 집단보다 온라인 댓 의 양(고/ )

과 온라인 댓 의 방향성( 정 /부정 ) 측면에

서 구 의도와 화 람의도가 높다는 것을 밝

내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 로 화업체들에게 주어지는 

실 인 시사 은 첫째 댓 의 양이 많을수록 유

리하다는 것이다. 근래에 ‘댓 알바’와 같이 인

으로 댓 을 올리는 략도 유효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 게 인 으로 만들어진 댓 은 람

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조작된 

구 효과를 나타내게 되므로 궁극 으로 댓 의 

질  인식이 낮아지게 되고 부정  댓 을 양산하

게 되므로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둘째, 화에 한 홍보 수단으로 Facebook, 트

터 등 SNS을 더욱 극 으로 활용하는 략이 

유효하다. 표 인 SNS 랫폼인 Facebook의 경

우 해당 화의 정보는 1차로 자신과 연결된 친구

들과 공유하고 달할 수 있으며, 달된 정보는 

다시 ‘좋아요’, ‘공유하기’ 등의 기능으로 2차로 친

구의 지인에게 달된다. 이러한 과정이 3차, 4차, 

5차 으로 거친다면 신뢰 네트워크를 따라 커다란 

구  확산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를 바탕으로 화 포털사이트는 화 정보와 매 

 구매하는 역할에 충실하는 한편, 홍보는 SNS 

랫폼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 이라는 것을 확인

하 다. 

본 연구는 온라인 댓 의 방향성과 양이 온라인 

매체에 따른 구 의도와 화 람의도에 미치는 

향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검증하 지만 연

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 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SNS 종류  하나 인 Facebook

을 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으며, 다른 SNS(트

터, 카페, 블로그 등)의 존재가 본 연구의 종속변

수에 미치는 향에 차이를 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주로 20  학생을 표본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일반화를 하는데 한계 이 존재

한다. 좀 더 신뢰성과 타당성 있는 연구가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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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다양한 연령층을 확보하여 연구를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외부통제변수를 고려하지 

못 했다. 두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는 집단은 화

에 한 심정도가 차이가 존재하므로 연구모델

에 통제변수를 추가해서 더욱 설명력을 높일 필요

가 있다.

본 연구가 향후 화산업에서 추진하는 구  마

 략을 세우는데 더욱 명확한 모델로서 활용

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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