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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를 통한 제조 기업의 부정적 구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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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ies Via Twitter: From the Supply Chain Risk`s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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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소셜 미디어상의 부정적 구전에 대한 기업의 공급사슬 리스크의 중요성과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제품의 부정적 구전이 소셜 미디어를 통
해 어떻게 유통되는지, 부정적 구전의 유통과 확산에 영향을 주는 주체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사회적
교환이론에 기초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트위터를 이용해 미국도로교통안전국(NHTSA)에서 4
개 자동차 기업의 자동차 리콜 정보를 수집하였다. 최초 트위터(Seed tweet)를 바탕으로 부정적 구
전의 유통과 확산을 살펴보기 위한 RT(Re-tweet) 네트워크를 구조를 분석하여 부정적 구전 네트워
크의 특징을 파악하고, 초기 유포자의 특성이 부정적 구전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
과 부정적 구전은 다수 이용자와 연결된 허브 이용자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스몰월드 네트워크 구조
임을 확인하였으며, 초기 유포자의 영향력이 크고 상호호혜성이 높을수록 부정적 구전 확산의 속도
와 규모가 유의미하게 증가함을 발견하였다.

핵심주제어: 부정적 구전, 공급사슬 리스크, 사회적 교환이론, 소셜 미디어

Abstract Despite the importance of the supply chain risk due to the negative word-of-mouth
(NWOM) in social media, related research is insufficient. Thus, this study analyzes how the
NWOM of the product is distributed through social media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stributor based on social exchange theory. For this purpose, we collected information on car
recalls from four companies using Twitter from the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NHTSA). Based on the Seed Tweet, a Re-Tweet (RT) network was constructed
to examine the distribution and spread of NWOM, and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test
the hypothesis.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NWOM is a small world network structure
that spreads around hub users connected to many users. Moreover, it was found that the more
interactive and reciprocal relations the first distributor has, the greater the speed and scale of
distribution of NWOM.

Keywords: Negative word-of-mouth, supply chain risk, social exchange theory, social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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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비즈니스 생태계의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공급사슬은 점차 길어지고 복잡해질 뿐

만 아니라, 공급사슬 상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의

종류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오늘날 기

업에서 공급사슬 리스크 관리(Supply chain

risk management)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주

목받고 있다(Lee and Seo, 2016; Lee and Lee,

2021).

전통적인 공급사슬 리스크 요인은 크게 기업

내부의 리스크, 공급사슬 상의 리스크, 그리고

기업 외부의 리스크로 구분되어 왔다(Rao and

Goldsby, 2009; Zhu et al., 2017). 하지만 최근

들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전통적인 리스크

이외에 새로운 형태의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다

(Fu et al., 2013). 대표적인 예로 소셜 미디어에

의한 리스크를 들 수 있다. 소셜 미디어는 기존

인터넷 매체와 달리 친구 혹은 지인과 같이 친

밀한 대상 또는 공통의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그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정보에 대한 확장성과

영향력이 기존 매체와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편

이다. 이러한 소셜 미디어의 특징으로 인해 기

업은 기존 매체보다 소셜 미디어를 통한 광고를

더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소셜 미디어는 긍정

적인 측면과 함께 부정적 측면 역시 가지고 있

는데, 대표적인 예로 부정적 구전(NWOM:

negative word-of-mouth)의 확산을 들 수 있다

(Lee and Kim, 2019).

소셜 미디어상의 부정적 구전은 빠르고 치명

적이며 이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기업 자

체에 리스크로 작용할 뿐 아니라 나아가 공급사

슬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최근 마스

크 제조업체인 ‘웰킵스’에서 마스크 포장을 담당

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의 비위생적인 행동이 소

셜 미디어상에 퍼지면서 당일 생산한 라인 전체

수량에 대해 출고 보류되었으며, 아르바이트 직

원의 총 근무 시간 동안 생산한 제품 전량인 약

1만 장을 폐기하는 사건이 있었다(동아일보,

2020). 이처럼 부정적 구전은 기업의 재무적 손

실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과 연결된 다른 기업에

도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공급

사슬 관리 측면에서 부정적 구전에 대한 효과적

인 대응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또

한, 제조 기업의 부정적 구전은 해당 기업의 제

품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는

해당 기업을 넘어서 주변 협력사의 잠재적인 리

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이처럼 고객에 의해 생성, 보급 및 확산되는

부정적 구전의 관리는 현대 기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이슈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제조 기업

의 부정적 구전이 어떻게 확산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일단 부정적 구전이 확산되

면 기업은 사후에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

렵기 때문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초기 유

포자의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제조 기업의 부정적

구전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어떻게 확산되는지,

또한 초기 유포자의 특성은 어떠한지를 파악한

연구는 드물다(Majumdar and Bose, 2019).

기존 소셜 미디어 내 구전에 대한 연구는 다

양한 관점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소셜 미디어에

서 구전을 포함한 정보의 공유 및 확산은 주체

에 따라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된다(Gupta et

al., 2021). 즉, 구전의 확산에 있어 중요한 요인

을 정보와 관련된 주체로 보았고, 정보를 유통

하는 주체와 수신하는 주체로 구분해 살펴보았

다. 두 개의 구분된 관점은 소셜 미디어의 구전

확산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지

만, 이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관점을

포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 교환이

론은 이 두 가지 관점을 포괄하여 소셜 미디어

상의 부정적 구전 확산에 관해 설명할 수 있으

나, 기존 연구에서 사회적 교환이론을 적용하여

이를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적 교환이론을 적용하

여 대표적인 소셜 미디어인 트위터의 RT

(Re-tweet) 네트워크를 통해 제조 기업을 대상

으로 제품 품질과 관련된 부정적 구전의 유통과

초기 유포자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소셜 미디어의 부정적 구전에 대한 효율적

인 리스크 관리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에 따른 연구 목표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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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 기업과 관련된 부정적인 구전이 어떻게

확산되는가?

2. 제조 기업과 관련된 부정적인 구전이 확산되

는데 있어 초기 유포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기술하였고, 이를 바탕으

로 3장에서는 연구 모형 및 가설에 대해 제시하

고, 4장에서는 연구 설계 및 실증 분석 결과에

대해 설명하였다. 5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 및 의의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

로 6장에서는 연구의 결론을 서술하였다.

2. 문헌 연구

2.1 공급사슬 리스크(Supply chain risk)와

부정적 구전 효과(Negative word-of-mouth)

공급사슬 리스크란, 공급사슬 상에서의 “손실,

손상, 실패를 초래하는 요소들의 영향”으로 정

의된다(ISM, 2014). 최근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

짐에 따라 공급사슬 간 경쟁이 심화하고 있어,

공급사슬 리스크 관리에 실패할 경우 공급사슬

전반에 막대한 재무적 손실이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공급사슬 리스크 요인을 면밀하

게 파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실패를

완화하고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공급사슬 리스크 요인

을 구분하면, 크게 내부적 요인, 외부적 요인 및

공급사슬 상의 요인으로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

된다. 먼저 내부적 요인은 기업의 운영(Lin and

Zhou, 2011; Tang, 2006; Wu et al., 2006; Lee,

2019), 역량 (Liu et al., 2013), 관리(Christopher

and Lee, 2004; Wu et al., 2006), 제조 공정

(Christopher and Lee, 2004), 재무적 흐름(Lin

and Zhou, 2011; Tang and Musa, 2011)에 의해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요인이며, 외부적 요인은

경영환경(Lin and Zhou, 2011), 정치(Lin and

Zhou, 2011; Wu et al., 2006), 자연재해(Lin and

Zhou, 2011; Tang, 2006)와 같이 기업 외부에서

발생하는 요인이다. 또한, 공급사슬 상의 요인으

로 공급사슬 구성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운송,

정보, 신뢰성(Lin and Zhou, 2011), 공급과 수요

의 불확실성(Christopher and Lee, 2004) 등이

있다. 하지만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전

통적인 공급사슬 리스크 요인 이외에 추가적인

공급사슬 리스크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그 대

표적인 예로 소셜 미디어를 들 수 있다. 소셜

미디어는 기존 인터넷 매체와 달리 친밀한 관계

및 공통 관심 분야를 기반으로 네트워크가 형성

되어 있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

며, 대화형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특성으로 인해

정보의 확장성과 영향력이 기존 매체에 비해 높

다. 많은 기업은 고객 만족도를 관리하거나(Gu

and Ye, 2014),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소셜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Chae,

2015). 하지만 소셜 미디어에는 이러한 긍정적

인 면과 달리 부정적인 면 또한 존재하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부정적 구전(NWOM:

negative word-of-mouth)의 확산이다(Lee and

Kim, 2019).

기존 연구에서는 공급사슬 관리 측면에서 소

비자의 구전을 연구해왔다. 대표적으로 소비자

의 구전에 대한 민감도가 가격, 수요, 이익과 같

은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공급사슬 관리 측면에

서 분석한 연구(Huang et al., 2021), 공급사슬

에 관한 구전이 소비자에게 제품 이미지를 통해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MS,

2020), 공급사슬에서 품질에 관한 구전의 영향

을 분석하여 운영 전략을 수립한 연구가 있다

(Lee, 2015). 이처럼 구전은 공급사슬 전체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오늘날 소셜 미디어로

인한 부정적 구전은 제조 기업의 제품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로 인해 주변 협

력업체에 심각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최근 COVID-19의 확산으로 인해 마스

크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마스크 제조

기업은 그에 따른 생산 인력을 충원하여 수요에

대응하였다. 특히, 마스크의 포장과 같이 자동화

방식보다 수작업이 더 효율적인 경우 고용 인력

을 늘려 수요에 대응하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

서 마스크 제조 기업인 ‘웰킵스’는 포장을 담당

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의 비위생적인 행동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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셜 미디어상에 퍼지면서 아르바이트 직원의 총

근무 시간 동안 생산한 제품 전량인 약 1만 장

을 폐기하는 상황을 겪었다(동아일보, 2020). 이

는 단순히 해당 제조 기업의 제품 생산과 재무

적 손실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공급사슬

이라는 하나의 유기체에서 주변 협력사에 잠재

적인 리스크로 작용하게 된다(Jeong and Yoo,

2021).

하지만 기업은 소셜 미디어상의 부정적 구전

으로 인해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

고, 이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소셜

미디어에서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수만 건의 부

정적인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는 것이 현

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나아가 소송과 같은 적극

적인 대응할 경우 오히려 확산을 촉진할 수 있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조 기업은 부정적 구

전이 어떻게 확산되고 유통되는지를 살펴볼 필

요가 있다. 또한, 일단 부정적 구전이 확산되면

현실적인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효율적인 대응

방안의 모색을 위해 초기 유포자의 특성을 파악

할 필요가 있다. 공급사슬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한 부

정적 구전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어떻게 확산되

고 유통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이 같은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Majumdar and Bose,

2019). 나아가 초기 유포자의 특성을 파악한 연

구 또한 미흡하다. 그 이유는 이러한 연구를 위

해서는 소셜 미디어의 부정적 구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소셜 미디어 기

업이 제공하는 사용자 및 특정 게시글의 정보의

한계로 인한 어려움 때문이라 할 수 있다.

2.2 제조 산업에서 소셜 미디어(Social media)

기업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기업 구성원에서

협력사 및 잠재적인 고객에 이르기까지 원활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 협업과 소통, 제품 판매,

신제품을 위한 아이디어 생성, 고객 서비스, 고

객 관리, 운영 효율화 및 기업 혁신에 이를 활

용하고 있다(Bashir et al., 2017; Chae, 2015;

Goh et al., 2013; Lam et al., 2016; Thomas

and Akdere, 2013; Kumar et al., 2016; Wang

et al., 2016; Wu, 2016). 소셜 미디어의 다양한

활용은 내부적인 기업의 운영뿐만 아니라 고객

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마케팅, 고객 서비스 및

판매에 있어 중요하며(Schaupp and Bélanger,

2014; Ren et al., 2017), 이는 기업성과를 향상

한다(Tajvidi and Karami, 2017).

과거 연구에서는 다양한 산업을 대상으로 소

셜 미디어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소셜 미디어상에서의 정보 유통 및 확산에

대한 연구가 다각도로 연구되었다. Seo(2012)는

외식정보에 대한 구전과 확산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고, Lee(2015)는 트위터를 통한 브랜드 루

머가 어떻게 확산되는지를 연구하였다. 이처럼

선행 연구는 공통적으로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

기업 구전의 확산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주장

하고 있다. 특히 Fu et al.(2013)은 공급사슬 리

스크의 다양한 유형을 제시하면서, 하나의 유형

으로서 소셜 미디어 리스크(Social media risk)

를 제시하였다. 소셜 미디어상에서의 소비자 행

동이 기업 공급사슬에 직접적인 위험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연구들은

정보에 대한 유통과 확산에 대한 주요 요인을

설문을 통해 검증하거나 개념적으로 제시한 연

구로, 실제 정보가 어떻게 유통되고 확산되는지

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다루고 있지 않다.

이 같은 한계점을 보완하여 Bolici et al.

(2020)은 트위터를 이용하여 새로운 기술에 대

한 정보가 어떻게 확산해 가는지를 소셜 네트워

크 분석과 감정분석(Sentiment analysis)을 적용

해 분석하였고, Hönings et al.(2021)은 트위터

를 이용하여 보건·의료 정보가 어떻게 확산되는

지를 연구했다. 하지만 이는 서비스 분야의 연

구로, 최근 제조 산업에서 소셜 미디어의 중요

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제조 분야에서는 주변 협력사와 밀접한 관

계를 맺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 소셜 미

디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나아가 리콜과

같은 문제에서 소셜 미디어가 효과적인 고객 관

리 대안이 될 수 있음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제조 분야는 유통과 소매 분야와 달리 고객들과

직접적인 접촉이 없다는 이유로 연구가 다소 미

흡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기존 소셜 미디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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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전 연구는 대상자의 설문조사 방식을 택하고

있어 실제 소셜 미디어에서 특정 구전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확산되는지, 그에 따른 특징은 어

떠한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2.3 네트워크 구조(Network structure)

소셜 미디어상에서 이용자들의 관계는 이용자

(Node)와 상호작용(Link)의 형태로 네트워크로

표현할 수 있다. 이 같은 소셜 미디어 이용자의

네트워크는 그 구조에 따라 특정 정보 또는 루

머의 파급력과 확산 정도가 다르다(Zhou et al.,

2007; Centola, 2010; Pyun and Jeong, 2018).

기존 네트워크 연구에서 Watts and Strogatz

(1998)은 네트워크 구조를 연결 관계의 무작위

성(Randomness)을 바탕으로 규칙적인 연결 관계

구조를 갖는 정규 네트워크(Regular network),

완전 무작위 연결 관계 구조로 되어 있는 무작

위 네트워크(Random network), 그리고 그 중간

에 위치한 스몰월드 네트워크(Small world

network)로 구분하였다. 특히, 스몰월드 네트워

크는 소수의 무작위 연결의 추가만으로 모든 노

드 간의 연결단계가 상당히 줄어든다. Barabasi

and Albert(1999)는 이런 스몰월드 네트워크를

네트워크 허브(Hub)를 통해 설명하고 이를 척

도 없는 네트워크(Scale-free network)라 명명

하였다. 이러한 네트워크 구조는 소수의 허브

노드를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성장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노드와 링크로 구성된 네트워크는 그 구조에

따라 정보의 파급력과 확산 정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기존 소

셜 미디어 연구에서 네트워크의 구조를 통해 이

용자의 구전 확산을 살펴본 연구는 드물다.

2.4 사회적 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

소셜 미디어상에서 정보의 공유 및 확산을 다

룬 연구는 정보를 유통하거나 수신하는 주체에

따라 정보 확산의 주요 요인을 살펴보았다. 먼

저 정보를 유포하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소셜

미디어상의 영향력이 구전 확산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제시된다(Cha et al., 2010; Kwak et al.,

2010). 반면 정보나 의견을 받는 수신자의 관점

에서 살펴보면, 수신자의 행동이 특정 정보나

의견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Gupta et al.,

2021; Shi et al., 2018). 이 같은 두 개의 관점

은 소셜 미디어의 구전 확산을 이해하는데 중요

한 시사점을 제시하지만, 이를 더욱 잘 이해하

기 위해서는 두 관점을 포괄적으로 살펴볼 필요

가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관점을 포괄하여

소셜 미디어에서 부정적 구전 확산에 관해 설명

할 수 있는 이론으로서 사회적 교환이론에 주목

하고자 한다.

사회적 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은

사람 간의 관계의 근본은 상호호혜성에 있으며,

이는 타인과의 대인관계에 있어 보상(Rewards)

과 비용(Costs)의 개념을 바탕으로 대인관계에

서 보상이 비용보다 많으면 그 관계를 지속할

것이고, 반면에 비용으로 인한 손해가 보상보다

높으면 그 관계를 지속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이다. 사회적 교환이론에서 보상은 개인이 대인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 만족, 충족으로 정

의되며, 비용은 특정 상황을 선택함으로써 잃게

되는 시간, 돈, 노력, 지위, 관계 및 심리적 측면

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투자비용, 직접적 비용,

기회비용을 포함한다(Thibaut and Kelley,

1959). 대인관계에서 이 같은 보상과 비용은 개

인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

한다.

사회적 교환이론 관점에서 사용자는 소셜 미

디어 내에서 대인관계에 의해 얻는 만족감, 즉

보상이 심리적 혹은 물리적 부담감과 같은 비용

보다 높을 때 지속해서 관계를 유지한다. 이 같

은 지속적인 대인관계는 사용자들 간의 상호작

용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정보가 공유되고 확산

되도록 한다(Ma and Kim, 2005). 즉, 소셜 미디

어에서 정보 공유 및 확산은 사회적 교환이론

관점에서 보상과 비용을 바탕으로 한 이타주의,

호혜주의, 평판, 자존감, 의무감을 포함한 전형

적인 사회적 교환 행동이라 할 수 있다.



Spread of Negative Word-of-mouth of Manufacturing Companies Via Twitter: From the Supply Chain Risk`s Perspective

- 84 -

사회적 교환이론은 정보 유포와 수신에 의해

발생하는 보상과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정보 유

통자와 수신자의 두 가지 관점을 포괄함으로써

소셜 미디어에서의 정보 확산에 대해 보다 잘

설명할 수 있으나(Gupta et al., 2021), 기존 연

구에서는 사회적 교환이론을 적용하여 이를 살

펴본 연구가 드물다. 그에 따라 본 연구는 사회

적 교환이론 관점을 기반으로 소셜 미디어에서

제조 기업의 부정적 구전 확산을 연구하고자 한

다. 즉, 부정적 구전효과는 일반적으로 재화에

대한 부정적 경험을 한 개인에 의해 출발하며,

이러한 개인의 영향력은 소셜 미디어상에서 사

회적 교환 행동이 활발할 경우 더욱 확산될 것

이기에, 본 연구는 초기 유포자의 사회적 교환

행동에 초점을 맞췄다.

3. 연구 모형 및 가설

3.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대표적인 소셜 미디어인 트위터의

RT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공급사

슬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과 관련된 부정적 구전의 확산과 초기 유포

자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부정적 구전

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그 네트워크의

구조와 초기 유포자의 소셜 미디어에서의 특징

이 제품의 부정적 구전의 속도와 규모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부정적

구전에 대한 트위터 RT 네트워크의 구조를 살

펴보고, 초기 유포자의 특징(영향력)과 다른 이

용자와의 상호관계의 특징이 부정적 구전 확산

속도와 규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여

부정적 구전이 확산되었을 경우 기업의 효과적

인 대응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3.2 연구 가설

(1) 부정적 구전 네트워크 구조

대표적인 소셜 미디어인 트위터는 사용자 간

의 팔로우와 팔로잉에 의한 RT(Re-tweet)라는

네트워크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기

존 인터넷과 달리 사용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

해 특정 정보를 다수에게 순식간에 확산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Hong and Yun,

2014).

이 같은 트위터의 네트워크 특징으로 인해 어

떤 이슈에 대해서 소수 유포자의 메시지가 폭발

적으로 확산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

를 ‘트위터 폭발(Twitter bomb)’이라 개념화하

였다(Ratkiewicz et al., 2011). 즉, 트위터 내 소

수 허브 노드(이용자)를 중심으로 짧은 기간 내

특정 정보가 기하급수적으로 확산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이 같은 현상은 소셜 미디어에서뿐만

아니라 웹페이지, 항공망, 신경망 등과 같은 네

트워크 구조에서도 관찰된다(Barabasi and

Bonabeau, 2003). 이는 소수의 허브 이용자가

다수의 사용자와 관계를 맺고 있어 네트워크의

직경을 급격하게 작아지게 하여 이용자들 간의

연결단계를 급속하게 줄어들게 하기 때문이다

(Barabasi and Albert, 1999). 이에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부정적 구전 네트워크는 스몰월드 네트

워크 구조를 가질 것이다.

(2) 초기 부정적 구전 유포자의 연결정도

트위터는 팔로우와 팔로잉을 바탕으로 한 상

호관계로 이루어져 있어 RT(Re-tweet)를 통해

루머와 같이 이용자의 관심이 높은 자극적인 정

보가 더욱 쉽게 확산될 수 있다(Oyewo, 2007).

소셜 미디어에서 사용자 간의 정보 및 의견 확

산에 있어 정보 유포자의 영향력은 중요한 요인

이다. 기존 연구에서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에

대해서 팔로우 수, 댓글 수, 회신 수, 전달 수,

언급 수를 적용하여 사용자의 정보 확산 영향력

을 분석하였다(Pal and Counts, 2011). 그 밖에

연구들은 팔로우 수, RT 수를 이용하여 소셜

미디어 내 사용자의 영향력을 측정하였다(Cha

et al., 2010; Kwak et al., 2010; Lee and Kim,

2019). 특히, 트위터의 경우는 이용자들 간의 연



Journal of the Korea Industrial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Vol.26 No.5, Oct. 2021 :79-94

- 85 -

결밀도가 높은 게시물의 경우 더욱 폭발적으로

확산된다(Ratkiewicz et al., 2011).

소셜 네트워크 연구에서 개인 사용자의 영향

력은 연결정도(Degree)로 살펴볼 수 있다. 연결

정도는 특정 노드의 총 연결관계 개수를 의미하

며, 노드에 연결된 링크의 개수로 측정한다. 노

드의 연결정도는 기존 소셜 네트워크 연구에서

특정 개인의 활동성을 측정하는 지표가 된다.

즉, 소셜 미디어 내 다수의 다른 사용자들과 높

은 연결 정도를 가진 사용자는 소셜 미디어 내

에서 높은 활동성을 보이며, 이로 인해 다른 사

용자에게 높은 영향력을 가진다(Arora et al.,

2019; Goldenberg et al., 2009; Stephen and

Toubia, 2010). 또한, 이러한 사용자는 다수 사

용자와의 연결을 통해 다양한 정보의 전파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다. 따라서

높은 연결정도를 가진 사용자는 부정적 구전을

확산하는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초기 부정적 구전 유포자의 영향력(팔

로우 수)과 부정적 구전의 속도는 정

(+)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3: 초기 부정적 구전 유포자의 영향력(팔

로우 수)과 부정적 구전의 규모는 정

(+)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3) 초기 유포자의 상호호혜(Reciprocity) 정도

소셜 미디어의 활성화에 있어 사용자들의 관

계뿐만 아니라 사용자들 간의 메시지 교환 역시

중요하다(Gadek et al., 2018). 특히 트위터의 경

우는 상호관계를 바탕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

고 있어 정보 및 의견 공유에 있어 중요한 동기

부여가 되고 있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상호호

혜의 규범은 소셜 미디어 상에서 정보가 확산되

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었다(Wasko

and Faraj, 2005; Wiertz and de Ruyter, 2007).

상호호혜의 규범은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 보답

하고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는 보복, 처벌하려는

것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이다

(Perugini et al., 2003). 즉, 상호호혜는 타인에

게 받은 혜택에 대하여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받

은 만큼 돌려주고자 하는 경향 혹은 구성원 간

의 교환된 협력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행위이다

(Regan, 1971). 상호호혜는 이타성(Krebs, 1975),

태도변화(Cialdini et al., 1992), 협동(Komorita

and Parks, 1999), 소비자 구매(Miller and

Kean, 1997), 신뢰(Palmatier et al., 2009), 경제

학(Fehr and Gächter, 2000) 등 다양한 분야에

서 연구되고 있으며, 경영학 분야에서도 구전효

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구되

었다.

사회적 교환관점에서 초기 유포자의 RT는 수

신자에게 있어 가까운 미래에 RT에 대한 도덕

적 의무감을 부여한다. 그러므로 수신자는 초기

유포자의 RT를 통한 상호호혜적 활동으로 초기

유포자가 작성한 부정적인 내용을 확산하여 균

형있는 관계를 유지하려 할 것이다. 이에 다음

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초기 부정적 구전 유포자의 상호호혜

활동과 부정적 구전의 속도는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5: 초기 부정적 구전 유포자의 상호호혜

활동과 부정적 구전의 규모는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4. 연구 설계 및 실증 분석

4.1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부정적 구전

이 어떻게 확산되고,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탐

색적인 차원에서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트위터를 이용하여 2021년 4월 말부터 6월까지

미국도로교통안전국(NHTSA)에서 자동차 리콜

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제조 기업의 부정적인

구전이 어떻게 확산되는지를 살펴본다. 자동차

산업은 대표적인 제조 산업으로, 정보기술의 발

달과 함께 그 규모와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Table 1은 4월 말부터 6월까지 미국도로

교통안전국(NHTSA)이 자동차 리콜을 발표한

대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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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각 제조 기업에 대한 트위터 정보를 “해당

기업명”, “자동차 모델”, “recall” 이라는 검색 키

워드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미

국도로교통안전국(NHTSA)에서 해당 자동차의

리콜을 발표한 이후 최초로 게시한 트위터를 부

정적 구전의 최초 유포자(Seed tweet)로 설정하

였다. 또한, 리콜에 대한 부정적 구전 확산을 살

펴보기 위해 RT 네트워크를 시간의 흐름 별로

구성하였고, 부정적 구전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

해 RT 네트워크가 더 이상 전 시간에 비해 성

장하지 않을 때까지 데이터를 수집했다.

선행연구에서는 RT 네트워크를 이용한 연구

가 거의 없었는데, 이는 무엇보다 소셜 미디어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의 한계에 따른 RT 네트

워크 구현 어려움에 그 이유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검색 키워드에 의한 동일 게시물의 이용

자 (1) 팔로우 관계, (2) 게시물 작성 시간에 관

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RT 네트워크를 구성하였

다. 예를 들어 동일한 게시물을 트위터에 작성

한 이용자 A, B가 있을 때, 그 둘 중 B가 A를

팔로우하고 B의 게시물이 A가 작성한 게시물보

다 늦게 작성되었다면 A에서 B로 부정적 구전

이 확산된다고 가정하였다. 반면에 비록 B가 A

를 팔로우하고 있지만, B의 게시물이 A가 작성

한 게시물보다 먼저 작성되었다면, 그 둘 사이

에서는 부정적 구전 확산 관계가 없다고 가정하

였다. 이 같은 가정을 바탕으로 RT 네트워크를

구성하였고, 이에 대한 트위터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네트워크 분석 툴인 NetMiner 4.0을 사용

하였다.

발표

날짜
제조 기업 및 대상

최초 트위터

(Seed tweet)

4/30 기아 자동차(Carnival) 10

5/6 현대 자동차(Santa Fe) 102

5/12 포드(Explorer) 136

5/29 혼다(Acura) 38

총합 306

Table 1 Data collection target and descriptive

statistics of seed tweet

4.2 변수 측정

(1) 초기 부정적 구전 유포자의 영향력

본 연구에서 초기 유포자의 부정적 구전에 있

어 그 영향력을 초기 유포자의 소셜 미디어 내

다수 사용자들과의 연결정도로 정의하였다. 따

라서 초기 유포자의 영향력은 초기 유포자가 가

지고 있는 팔로우 수로 측정하였다(Pal and

Counts, 2011).

(2) 초기 부정적 구전 유포자의 상호호혜

본 연구에서 초기 유포자의 상호호혜성은 초

기 유포자의 RT(Re-tweet) 횟수로 측정하였다

(Gupta et al., 2021). RT는 트위터 이용자의 사

회적 상호작용, 정보가치공유, 호혜성(이타성)

등의 동기에서 비롯되는 행동이다(Park and

Jeong, 2011). 이는 정보의 유통과 확산이라는

미디어적 기능과 역할을 통해 의사소통적 관계

를 긴밀하게 연결하는 행위로, 단순히 팔로우

수만으로 측정되지 않는 트위터에서의 네트워크

영향력을 더욱 잘 측정하는 적극적 관여 지표로

평가되고 있다(Lee et al., 2011).

(3) 부정적 구전 확산 규모

본 연구에서 부정적 구전 확산의 규모는 해당

게시물을 바탕으로 구성된 RT 네트워크의 노드

수로 측정하였다. 이 같은 RT 네트워크 내의

노드 수는 얼마나 많은 트위터 이용자에게 특정

부정적 구전이 확산되었는지에 대한 규모를 나

타낸다.

(4) 부정적인 구전 확산 속도

부정적인 구전 확산 속도는 초기 유포자가 해

당 트위터를 작성하고 나서, 다른 이용자가 RT

하기까지의 시간으로 측정하였다. 이때 초기 유

포자의 트위터를 복수 이용자가 RT 했을 때는

평균값으로 부정적인 구전 확산 속도를 측정하

였다. 이 같은 수신자의 RT 반응 속도는 초기

유포자의 부정적 구전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확

대될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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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분석 결과

본 연구는 초기 부정적 구전 유포자의 특징이

부정적인 구전효과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살

펴보았다. 이를 위해 NetMiner 4.0을 이용하여

트위터 데이터를 수집했고, SPSS 20.0을 이용하

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부정적인 구전의 확산을 살펴보기 부정적인

구전을 바탕으로 구성된 RT 네트워크의 구조를

분석하였다. Figure 1은 각 노드(이용자들) 간의

연결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Figure 1에서도 볼

수 있듯이 모든 RT 네트워크의 연결 분포는 멱

함수 분포(Power law distribution)를 로그(Log)

취했을 때 대부분 선형 그래프 형태를 보여, 선

호적 연결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선호적 연결 현상은 스몰월드 네트워크 구조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단순히 부정적 구전이 무작

위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소수에 의해 확

산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2와 Table 3은 부정적인 구전의 최초

유포자의 특징과 부정적인 구전 확산(속도, 규

모)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초기 유포자의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라 부정적 구전의 확산 규

모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효과를 나타내

고 있지만 부정적 구전의 확산 속도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부(-)의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즉, 부정적 구전의 초기 유포자의 영향력이 높

을수록 부정적 구전의 규모가 증가하지만, 초기

유포자로부터 RT 하는 속도는 감소하였다. 또

한, 상호호혜 활동에 있어서 초기 유포자의 RT

횟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구전의 규모와 속도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부정적 구전에 있어서 초기 유포자의 상호호혜

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4는 본 연구 가설 채택 여부에 대해서 정

리한 표이다.

Figure 1 The distributions of network connections

변수 모델1 모델2

상수 -2.127 -1.767

팔로우 수 -0.118 -0.204

상호호혜 활동 0.595

Adj.   0.014 0.095

F 5.047 26.354

df 282 281

Table 2 NWOM spread speed based on the

connection degree of the initial distributor

p<0.10, p<0.05, p<0.01

기아 자동차(Carnival)

현대 자동차(Santa Fe)

포드(Explorer)

혼다(Ac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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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0, p<0.05, p<0.01

가설 채택
여부

1 부정적 구전 네트워크는 스몰월드 네트워크 구조를
가질 것이다. 채택

2
초기 부정적 구전 유포자의 영향력(팔로우 수)과
부정적 구전의 속도는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
다.

기각

3 초기 부정적 구전 유포자의 영향력(팔로우 수)과
부정적 구전의 규모는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채택

4 초기 부정적 구전 유포자의 상호호혜 활동과 부정
적 구전의 속도는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채택

5 초기 부정적 구전 유포자의 상호호혜 활동과 부정
적 구전의 규모는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채택

Table 4 Hypothesis test results

5. 연구 시사점과 의의

본 연구는 공급사슬 리스크 관점에서 제조 기

업 제품의 부정적 구전이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대표적인 소셜 미디어

인 트위터를 이용하여 부정적 구전에 대한 이용

자들의 RT 네트워크를 구성하였으며, RT 네트

워크의 구조를 분석하여 어떤 이용자를 중심으

로 부정적 구전이 확산되는지를 살펴봤다. 또한,

소셜 미디어에서 부정적 구전의 초기 대응이 무

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초기 유포자(Seed

tweet)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초기 유포자의

특성(소셜 미디어상의 영향력, 상호호혜 활동)과

부정적 구전 확산(속도, 규모)과의 관계를 살펴

봤다. 이에 본 연구는 이론 및 실무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먼저 이

론적 측면에서 볼 때, 첫째, 본 연구는 제조 기

업을 대상으로 하여 공급사슬 리스크 관리 측면

에서 부정적 구전을 살펴봤다. 즉, 지금까지 제

조 분야는 유통과 소매 분야와 달리 고객들과

직접적인 접촉이 없다는 이유로 소셜 미디어에

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연구가 부족

하였다. 특히, 오늘날 제품에 대한 부정적 구전

은 단순히 해당 제조 기업의 재무적 손실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제품의 생산 중단으로까

지 이어질 수 있어 공급사슬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과 같은 기업 환경에서

공급사슬 리스크 관점에서 소셜 미디어에서 발

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고찰했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기존 소셜

미디어를 대상으로 한 부정적 구전 연구는 설문

을 통한 실증적인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무엇보다 부정적 구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

셜 미디어상에서 이용자들의 구전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하는데, 소셜 미디어 기업이 제공하는

제한적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를 구현하기는 쉽

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동일

게시물에 대한 이용자의 (1) 팔로우 관계, (2)

게시물 작성 시간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

같은 한계점을 보완하였다. 셋째, 소셜 미디어

내 사용자들 간의 부정적 구전의 확산에 대해서

사회적 교환이론을 적용하여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소셜 미디어 내에서 부정적 구전의 최초

유포자의 특징을 규명하여 향후 관리 방안을 제

시할 가능성을 탐색한 점에서 이론적 발전에 기

여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째, RT 네트워크 구조를 통해 부정적 구전의

확산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네 개 기업의 RT 네트워크 구조를 살펴본 결과

모두 스몰월드 네트워크 구조로 되어 있어, 노

드(이용자) 간에 선호적 연결 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다. 즉, 부정적 구전이 다수의 이용자와 연

결된 허브 이용자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것을 확

인하였다. 이 같은 특징은 부정적 구전에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기업

이 소수의 영향력 있는 이용자를 중심으로 신속

한 초기 대응을 해야 하는 필요성을 나타낸다.

변수 모델1 모델2
상수 0.976 1.088

팔로우 수 0.039 0.012
상호호혜 활동 0.184

Adj.   0.014 0.086

F 5.047 23.168
df 282 281

Table 3 NWOM spread scale based on the connection

degree of the initial distribu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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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부정적 구전의 초기 유포자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초기 유포자의 영향력(팔로우 수)

이 향상함에 따라 부정적 구전의 규모가 확대되

었다. 이는 다수의 이용자와 폭넓은 관계를 맺

고 있는 초기 유포자에 의해 특정 제품의 부정

적 구전이 확산될수록 다수의 이용자가 이 같은

정보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렇

기 때문에 기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부정적

구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영향력이 높은 초

기 유포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셋째, 초기 유포자의 영향력과 부정적 구전의

속도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초기 유포자의 영

향력이 높을수록 오히려 부정적 구전의 속도가

줄어들었다. 이는 부정적 구전이 확대되는 속도

에 있어 초기 유포자의 영향력보다는 내용의 자

극성 정도가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Oyewo, 2007), 리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만 유의미한 구전 내용일 수 있기에 초기 유포

자의 영향력과 상관없이 부정적 구전 속도는 낮

아졌다고 유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초기 유

포자가 RT와 같은 상호호혜 활동이 높을수록

부정적 구전은 확대되고 그 속도 역시 증가한다

는 것을 실증하였다. 소셜 미디어에서 다수의

팔로워로 인한 영향력뿐만 아니라 상호호혜적

활동은 만족감이라는 보상을 통해 도덕적인 의

무감을 부여함으로써 초기 유포자가 제공하는

부정적 구전을 확산하게 하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6. 결 론

본 연구는 공급사슬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초

기 유포자의 소셜 미디어상의 특징이 제품의 부

정적 구전 확산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사회

적 교환이론을 바탕으로 제시하였다.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소셜 미디어는 유통,

소매 분야뿐만 아니라 제조 분야에서도 그 중요

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소셜 미디어는 다

양한 긍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부정적

인 면이 존재한다. 특히 부정적 구전은 단순히

해당 제조 기업을 넘어서 공급사슬 전체의 잠재

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제조 기업

의 부정적 구전에 대한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에

관한 모색이 필요하다. 특히 소셜 미디어의 특

징을 고려했을 때, 부정적 구전의 초기 대응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기업은 부정적 구전에

있어 다수와 연결되어 높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

고, 또한 상호호혜 활동이 활발한 이용자를 중

심으로 부정적 구전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의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제한된

정보를 이용하여 RT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

있어 가정을 적용하였다. 둘째, 비록 네 개의 기

업을 대상으로 해당 기업 제품에 대한 리콜 소

식이 공표되자마자 데이터를 수집했음에도 불구

하고 기업별 데이터 수의 편차가 높았다. 이 같

은 기업별 데이터 수의 편차가 분석 결과에 영

향을 미칠 수 있어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제시

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 같은 한계점을 보완

하고, 나아가 소셜 미디어상에서의 구전 중 부

정적인 구전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구전을 분석

하여, 두 가지 형태의 구전이 확산되는 특징과

차이점을 명확히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에 기업 활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가짜뉴

스의 유통 과정과 그에 따른 특징을 연구하는

것도 실무적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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