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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모바일 사용의 증가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로가 소셜 미디어로 확

대됨에 따라, 소셜 네트워크상에서 유명해진 소수의 일반인들이 정보원

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패션 인플루언서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 자신의 패션 스타일과 정보를 공유하고, 패션 제품을 홍보

및 판매하는 일반인 정보원을 의미한다. 최근 여러 기업들은 인플루언서

를 활용한 마케팅에 주목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일반 광고보다 인플루

언서의 콘텐츠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다. 그러나 소셜 네트워크내의 핵심

정보원인 인플루언서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

루언서의 어떠한 속성이 소비자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끄는지에 대해서는

학술적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진정성을 오늘날 소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가

속성으로 간주하여, 패션 인플루언서의 진정성이 지닌 영향력을 심도 있

게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소비자가 지각한 패션 인플루언서의 진정성

이 팬쉽이라는 감정을 매개하여 관계유지의도 및 제품구매의도로 이어지

는 경로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진정성 외에 패션 인플루언서의 중

요한 평가 속성인 매력성의 효과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오프라인 환경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SNS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젊은 여성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므로, 그들과 성별이 동일하고

연령대가 비슷한 2-30대 여성을 설문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연구자는 먼

저 설문 참여자에게 SNS 패션 인플루언서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특징

을 전달하였으며, 설문 참여자는 전달 받은 기준에 충족하는 여성 패션

인플루언서를 연상하도록 요청받았다. 설문 참여자는 실제로 해당 인플

루언서의 계정에 접속하여 몇 분간 피드를 관찰하였다. 이 과정이 종료

된 후, 설문 참여자는 해당 인플루언서에 대해 지각하는 진정성, 매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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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쉽 등을 측정하는 문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설문이 진행되었다. 최종

분석에는 176부의 자료가 사용되었으며, 수집된 응답 자료는 AMOS

18.0 및 SPSS 23.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진정성의 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두 가지 하위 속성으로 진실성

과 전문성을 제시하였으며, 각 하위 속성이 팬쉽을 매개로 하여 소비자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구조모형 분석 결과, 진실성은

팬쉽과 관계유지의도, 제품구매의도에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성은 팬쉽과 관계유지의도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제품구매의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팬쉽이 관계유지의도와 제품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선행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팬쉽의 매개효과를 심층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SPSS Macro

Process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진실성과

전문성 모두 팬쉽을 부분적으로 매개하여 소비자 행동의도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모형의 효과 계수를 비교했을 때, 진

정성의 두 가지 하위 속성 중 전문성이 진실성보다 팬쉽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비자 행동의도에는 진실성이

전문성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인플루언서 매력성이 팬쉽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사회적

매력성과 육체적 매력성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나아가

인플루언서 진정성이 팬쉽에 미치는 영향력이 인플루언서의 매력성 수준

에 따라 조절되는지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회

적 매력성과 육체적 매력성은 모두 팬쉽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팬쉽에 미치는 진정성과 매력성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력성의 경우 진정성과 달리 소비자 행동

의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소셜 미디어 시대의 새로운 정보원으로 자리매김한 패션

인플루언서를 평가하는 맥락에서, 패션 인플루언서의 진정성과 매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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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팬쉽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규명하였다. 본 연구

는 패션 인플루언서의 게시물이나 SNS 활동을 통해 소비자가 지각할

수 있는 속성들의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시의성 있는 연구를 진행하였

다는 데에 학술적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에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분

야에서 빈번하게 다루어져 온 팬쉽이라는 개념을 매개변수로 사용하여,

팬쉽이 소비자의 행동을 예측하는 강력한 선행 변수임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뿐만 아니라, 패션 인플루언서를 평가하는 주요 속성

으로 진정성과 매력성의 효과를 비교함으로써 진정성이 실제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밝혔다는 실무적 의의를 지

닌다. 따라서 소비자가 패션 인플루언서의 진정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

도록 패션 인플루언서는 믿을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진

실된 태도로 소통해야 할 것이며, 다른 인플루언서와는 구별된 자신만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SNS 패션 인플루언서, 진정성, 매력성, 인플루언서 팬쉽, 소

비자 행동의도

학 번 : 2016-21676



- v -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1

제 2 절 연구의 목적 ·········································································4

제 3 절 연구의 구성 ·········································································5

제 2 장 이론적 배경 ·····························································6

제 1 절 SNS 패션 인플루언서 ····················································6

1. 인플루언서의 등장과 개념 ·································································6

2. 인플루언서 마켓의 성장 ·····································································8

3. 인스타그램 패션 인플루언서 ···························································10

제 2 절 인플루언서 평가 속성 ····················································13

1. 인플루언서 진정성 ·············································································13

2. 인플루언서 매력성 ·············································································24

제 3 절 팬쉽 ····················································································30

1. 팬쉽의 개념 ·························································································30

2. 팬쉽이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효과 ···············································32

제 4 절 소비자 행동의도 ·······························································34

1. 관계유지의도 ·······················································································34

2. 제품구매의도 ·······················································································36

제 3 장 연구방법 및 절차 ················································37

제 1 절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37

1. 연구문제 및 가설의 설정 ·································································37

2. 연구모형 ·······························································································41



- vi -

제 2 절 연구의 구성 및 절차 ·······················································42

1. 실증 연구 구성 및 절차 ···································································42

2. 연구 대상 ·····························································································43

3. 설문 문항의 구성 ···············································································43

제 3 절 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 ··················································48

1. 자료의 수집과 표본의 구성 ·····························································48

2. 자료의 분석방법 ·················································································50

제 4 장 연구결과 및 논의 ················································51

제 1 절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51

1. 측정모형 검증 ·····················································································51

2. 측정모형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56

제 2 절 연구문제 검증 ···································································58

1. 진정성이 팬쉽과 소비자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58

2. 팬쉽의 매개효과 검증 ·······································································60

3. 매력성의 조절효과 검증 ···································································66

제 5 장 결론 및 제언 ·························································68

제 1 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68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73

제 3 절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 제언 ································76

참고문헌 ·················································································78

Abstract ·················································································91

부록 ··························································································95



- vii -

표 목 차

[표 2-1]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진정성의 의미 ·······························16

[표 2-1] 진정성의 구성차원(국내 선행 연구) ··································19

[표 2-3] 매력성의 구성차원 ·································································28

[표 2-4] 팬쉽과 관련된 선행 연구 ·····················································32

[표 3-1] 설문지 문항 구성 ···································································43

[표 3-2] 인플루언서 진정성 측정문항 및 출처 ·······························44

[표 3-3] 인플루언서 매력성 측정문항 및 출처 ·······························45

[표 3-4] 인플루언서 팬쉽 측정문항 및 출처 ···································46

[표 3-5] 소비자 행동의도 측정문항 및 출처 ···································47

[표 3-6] 인구통계학적 특성 ·································································49

[표 3-7] 자료 분석 방법 ·······································································50

[표 4-1]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52

[표 4-2] 측정변수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53

[표 4-3] 집중타당성 및 판별타당성 측정지표 ·································57

[표 4-4]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58

[표 4-5] 구조모형 경로 검증 ·······························································60

[표 4-6] 팬쉽을 매개하는 경로모형의 효과 계수1 ·························62

[표 4-7] 팬쉽을 매개하는 경로모형의 효과 계수2 ·························63

[표 4-8] 팬쉽을 매개하는 경로모형의 효과 계수3 ·························64

[표 4-9] 팬쉽을 매개하는 경로모형의 효과 계수4 ·························65

[표 4-10] 매력성의 조절효과 검증 ·····················································67

[표 5-1] 연구가설 검증 결과 요약 ·····················································72



- viii -

그 림 목 차

[그림 3-1] 연구 모형 ·············································································41

[그림 4-1] 진정성과 팬쉽, 행동의도간의 구조모형 ························59

[그림 4-2] 단순매개모형(연구문제3) ··················································61

[그림 4-3] 가설 3-1 모형(관계유지의도) ·········································62

[그림 4-4] 가설 3-1 모형(제품구매의도) ·········································63

[그림 4-5] 가설 3-2 모형(관계유지의도) ·········································64

[그림 4-6] 가설 3-2 모형(제품구매의도) ·········································65



- 1 -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모바일 사용의 증가로 소비자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로가 소셜 미

디어로 확대됨에 따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는 정보를 전달하는 중요한 매체로 자리 잡게 되었다. 정보를 얻는

매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정보원의 경우에도 더 이상 연예인에 국한되지

않고 소셜 네트워크상에서 유명해진 일반인이 정보 전달자의 역할을 하

게 되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에서 대중들을 선도하는 영향

력을 지닌 일반인을 인플루언서(Influencer)로 지칭하며, 인플루언서가

제공하는 정보는 네트워크상에 존재하는 다수의 의사결정이나 의견형성

에 영향을 미치는 특징을 지닌다(Bulte & Joshi, 2007).

그 중 패션 인플루언서는 SNS를 통해 자신의 패션 스타일을 공유하

고 패션 제품을 홍보 및 판매하는 일반인 정보원을 의미한다. 기존의 스

타 마케팅 형식으로 기획되었던 매스미디어의 패션 광고와는 달리, SNS

패션 인플루언서는 자신이 직접 체험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소셜 네트워

크 내에서 자신의 일상과 함께 패션 정보를 전달하고 대중들과 소통한

다. 특히 소셜 미디어는 기존의 매스미디어가 담당하지 못했던 새로운

관계적 기능을 충족시키게 되었고, 소비자들은 기업의 광고보다 네트워

크상에서 자신과 친밀하게 소통하는 인플루언서의 콘텐츠를 더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었다. 2016년 5월 트위터가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일

반 광고보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광고 효과가 2배에 달하며, 인플루언

서의 신용도는 49%로, 친구의 추천 신용도인 56%와 거의 비슷한 수준

을 보였다. 이는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보다는 지인이나 자신과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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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의 선행 소비자의 추천을 더 신뢰하는 시대에 인플루언서가 만들어

내는 콘텐츠는 보통의 브랜드 광고 이상의 파급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대형유통 시장에서는 인플루언서의 매출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의 산업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1). 유통

업계에서는 SNS 인플루언서 육성을 위해 그들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과 에이전시도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소셜

미디어 상에서 인플루언서가 만들어내는 콘텐츠는 직접적인 브랜드 프로

모션 이상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패션 기업들이 인플루언

서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인스타그램은 모바일에 최

적화되어 있고, 밀레니얼 세대가 주로 사용하며, 비주얼적 요소가 강화되

어 있어서 바이럴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더욱 효과적으로 발휘되는 플랫폼으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2).

하지만 SNS 패션 인플루언서가 오늘날 패션 산업에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어떠한 속성이 소비자 행동에 영향

을 미치는지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광고 모델이나 정보원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여러 속성에 따른 소비자

반응을 살펴보는 경향이 주를 이루었으며, SNS 환경에서 새로운 정보원

으로써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광고 모델을 평가하기 위해 여러 속성의 영향력을 검증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SNS 패션 인플루언서의 평가 속성에 따른 소비자의

반응과 행동의도를 확인하는 것이 시의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때 정보원을 평가하는 여러 속성들 중에서 '진정성(Authenticity)'을

오늘날 소비자가 중요하게 평가하는 속성으로 간주하고, SNS를 통해 지

각되는 패션 인플루언서의 진정성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인지적·감정적·

행동적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허위와 과장이 만연한 정보화 시대에

1) 패션인사이트,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어느새 산업이 되었네”, 2017.07.05.

2) YDM, Influencer Marketing, 201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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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이라는 개념은 여러 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 전달자의 진정성은 소비자 구매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평

가 속성이라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SNS를 통해 지각되는 패션 인플루

언서의 진정성이 인플루언서 팬쉽(Fanship)을 매개로 하여 소비자 행동

의도로 이어지는 경로를 확인하고자 한다. 인플루언서 팬십은 기존에 엔

터테인먼트 및 스포츠 분야에서 주로 다루어진 팬쉽이라는 개념을 인플

루언서 맥락에 새롭게 적용한 것으로, 이 변수를 통해 SNS에서 특정 인

플루언서를 팔로우(follow)하는 소비자의 인지적·감정적·행동적 충성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플루언서의 매력성(Attractiveness)을 조

절변수로 설정하여 인플루언서의 진정성 외에 또 다른 평가 속성의 영향

력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것이다. 본 연구는 결과적으로 SNS 패션 인플

루언서의 진정성이 팬쉽을 매개로 하여 인플루언서와 소비자와의 상호관

계성 및 제품구매행동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함으로써, 패

션 산업에서 SNS 패션 인플루언서가 지니는 영향력과 나아가야 할 방

향에 대한 이론적인 바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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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모바일 이용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SNS 패션 인플루언서의 진정성이 소비자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살펴보고자 한다. SNS 인플루언서에 대해 지각한 진정성에 따른 소

비자의 평가 및 반응을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지각된 진정성이 팬

쉽을 거쳐 소비자의 행동의도에 이르는 경로를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진정성 외에 패션 인플루언서를 평가하는 중요한 속성인 매력성의 수준

에 따른 반응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SNS 패션 인플루언서에 대해 지각한 진정성이 소비자의 인지

적·감정적·행동적 충성도를 의미하는 팬쉽(Fanship)에 미치는 영향을 확

인하고자 한다. 기존에 엔터테인먼트 및 스포츠 분야에서 주로 다루어진

팬쉽이라는 개념을 인플루언서 맥락에 새롭게 적용하여, SNS 상에서 특

정 인플루언서를 팔로우(follow)하는 소비자의 다차원적 충성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SNS 패션 인플루언서의 진정성이 소비자 행동의도에 미치는

직접 경로와 팬쉽을 매개로 하여 소비자 행동의도에 미치는 간접 경로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때, 소비자의 행동의도는 인플루언서와 소비자와의

상호관계성과 관련된 관계유지의도와 실제 구매행동과 관련된 제품구매

의도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SNS 패션 인플루언서의 매력성이 소비자 팬쉽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본다. 또한 인플루언서의 진정성이 팬쉽에 미치는 영향력이 인플

루언서의 매력성의 수준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고자 한

다. 매력성은 인플루언서를 평가하는 중요한 속성 중 하나로, 인플루언서

진정성과 팬쉽의 관계에서 매력성의 조절적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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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SNS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패션 인플루언서의 진정성을 어

떻게 지각하는지에 따라 소비자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지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때 팬쉽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소비자

행동의도에 미치는 경로모형을 검증하였으며, 추가적으로 패션 인플루언

서 매력성이 각 변수들 간의 영향력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총 5장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및 의의를 제시하고, 연구

의 전체적인 구성을 소개한다.

제 2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연구의 주요 대상인 SNS 패션 인플루언서

와 그들을 평가하는 속성으로써 진정성과 매력성에 대해 고찰하고, 팬쉽

과 소비자 행동의도에 대한 개념들을 정리하여 연구 내용의 이론적 기반

을 마련한다.

제 3장 연구방법 및 절차에서는 본 연구를 통해 규명하고자 하는 연

구문제와 연구모형을 제시한다. 이때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에

서 사용한 연구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설문조사 진행 절차와 방법, 측정

항목 구성 방법,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연구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제 4장 연구결과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문제를 검증하고,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제 5장 결론 및 논의에서는 본 연구의 전체적인 결과를 요약하고 연

구의 시사점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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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SNS 패션 인플루언서

본 절에서는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정보원으로 자

리매김한 인플루언서에 대해 이론적 배경을 제시한다. 최근 소셜 미디어

에서 일반인 정보 전달자로써 대중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플루언서

의 등장 배경과 정의에 대해 살펴보고, 패션 인플루언서가 소셜 네트워

크 환경에서 지니는 역할에 대해 소개한다.

1. 인플루언서의 등장과 개념

전통적 미디어 환경에서 다수의 의사결정과 정보 확산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의견지도자(Opinion leader)로 지칭해왔다. Rogers(1962)에 따

르면 의견지도자란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

람 혹은 리더십으로 설명될 수 있다. 마케팅 측면에서 의견지도자는 제

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과 같은 역할을 하며, 구매결정에 영향

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Burt, 1999). 최근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고 인적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다양한 소셜 미디

어들이 확산됨에 따라, 소셜 네트워크상에서 주도적으로 의견을 선도하

는 역할을 하는 새로운 형태의 의견지도자가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페

이스북(Facebook)이나 인스타그램(Instagram)과 같이 이용자 간의 커뮤

니케이션이 중심이 되는 소셜 미디어에서 많은 수의 추종자(Follower)를

보유하면서 정보의 확산뿐만 아니라 여론형성 과정에서 큰 영향력을 발

휘하는 의견선도자, 즉 인플루언서(Influencer)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



- 7 -

하게 되었다(이원태, 차미영, 양해륜, 2011).

인플루언서는 의견지도자 외에 소셜미디어 유력자(Social Media

Influentials), 여론 선도자 등 다양한 표현들로 사용되지만, 공통적으로

그들은 특정 네트워크 안에서 다수의 의사결정이나 의견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소수의 사람들을 지칭한다(Bulte & Joshi, 2007). 인플루언서는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구조의 중심에 위치하여 여러 사람들을 이어주고

네트워크 전반의 정보 확산에 기여한다는 특징을 지닌다(Barabasi &

Albert, 1999). 특히 SNS 채널의 인플루언서는 자신이 사용한 제품이나

판매할 상품에 대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고 연출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초기 콘텐츠 제작부터 SNS를 통해 대중들에게 직접 유통시킨다는 점에

서 “콘텐츠 크리에이터”라고도 불린다. 이러한 점에서 인플루언서는 온

라인 커뮤니티, 소셜 미디어 등 사용자간의 관계가 중심인 채널에서 대

중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소수의 일반인을 의미하며(박혜수 외, 2014), 흔

히 디지털 플랫폼에서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어 내어 타인에서 공유함

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하는 개인이나 집단을 지칭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조성우, 2011).

최근 각종 SNS를 통해 활동하는 인플루언서의 인기는 국내뿐만 아니

라 해외에서도 젊은 여성층을 중심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최지윤,

정윤재, 2017). 이는 과거와 달리 수많은 미디어가 존재하는 현재 시대에

서 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이 생산해 내는 콘텐츠의 영향력이 증

가하게 되었고, 소비자들은 ‘사실’ 전달보다는 공감을 할 수 있는 ‘스토

리’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의미한다(손동진, 김혜경, 2017). 즉 기존

의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일방향적으로 광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에 주

력했다면, 이제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쌍방향적 공감으로 패러다임이

이동하게 되면서 소비자들은 이용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극대화하

는 최적화된 방식을 선호하게 된 것이다(손동진, 김혜경, 2017).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의 92%가 광고보다 사용자 생성 콘텐

츠와 입소문을 더욱 신뢰한다고 응답하였으며(The Nielson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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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특히 밀레니얼 세대라고 불리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84%에 해당하는 인원이 기업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광고를 싫어한다고 응답했다(mcCarthy, 2014). 그러나 인플루언서는 소

셜 미디어를 통해 제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할 때에도 직접 자신이 체험하

고 사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자연스럽게 전달하기 때문에 오늘

날 소비자가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대상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동시

에 소셜 미디어는 기존의 매스미디어가 담당하지 못했던 새로운 관계적

기능을 충족시키기 때문에(최지윤, 정윤재, 2017) 인플루언서는 자신이

중심이 되는 네트워크 안에서 다수와 소통하고 관계를 형성하면서 소비

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2. 인플루언서 마켓의 성장

모바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디지털 시대에서 소비자들은 각종 정

보나 제품 후기, 경험을 공유하는 창구인 소셜 미디어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다. 이미지 공유형 SNS인 인스타그램이나 영상 콘텐츠 중심의 유투

브 등을 통해 소비자가 수용할 수 있는 콘텐츠의 범위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공유하는 인플루언서에 대한 관심도 증가

하게 되었다. 이는 많은 소비자들이 각종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주입식

광고나 메시지보다 생활 속에서 묻어나는 자연스럽고 흥미로운 콘텐츠를

통해 공감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플루언서는 SNS를 통해 자

신의 일상을 자연스럽게 노출하고, 특정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의견이

나 평가도 친근하게 전달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인식과 구매에 커다란 영

향을 미치는 대상이 되었다. 즉 소셜 미디어의 성장과 함께 인플루언서

의 영향력이 증가하게 되었고, 소비자는 기업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대

상으로 인플루언서를 바라보게 되었다.

인플루언서에 대한 현대 소비자의 태도를 예측해볼 수 있는 한 예로,



- 9 -

미국의 블로그 모니터링에 의한 입소문 조사회사 인텔리시크(Intelliseek)

는 소비자의 90% 가까이가 다른 소비자의 추천을 신뢰한다고 대답한 것

에 비해, TV 광고는 50% 이하가 신뢰한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발

표에 따르면 온라인상의 정보량도 중요하지만 신뢰를 줄 수 있는 정보를

생산해 내는 것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인플루언서들의 역할이 더 커지

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2016년 CJ E&M의 ‘다이아 티비(DIA

TV)’가 1인 크리에이터 구독자 1만 2,774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

답자의 95%가 ‘인플루언서가 전달하는 정보는 신뢰가 간다.’고 답했으며,

88%는 ‘인플루언서의 행동을 따라 해 봤거나 하고 싶다.’고 응답했다(강

미혜, 2016). 이처럼 인플루언서가 광고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파급력을

가진 대상이 된 이유는 기존의 광고가 직접적인 홍보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것과는 달리, 인플루언서는 소비자와의 ‘소통’을 시도하기 때

문에 비교적 쉽게 소비자가 신뢰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케팅적 관점에서 인플루언서는 제품,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다수에

게 제공하고 타인에게 제품에 대한 지각, 태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

람이라는 점에서(조승호, 조상훈, 2013)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지닌다. 인

플루언서 마케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그들의 시장이 확대될 수 있었던

이유는 김재휘, 강윤희, 부수현(2013)의 연구에서 밝힌 것처럼 소셜 네트

워크 사용자들은 기업이 직접 전달하는 정보보다 지인이 전달하는 정보

에 더 잘 설득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보 전

달자가 이용자의 지인 혹은 자신과 비슷한 일반인이라는 사실은 정보의

전달과 설득력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한 정보의 과부하 속에서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는 신뢰성이 가장 낮은

정보로 평가되기 때문에(이학식 외, 2010) 소비자는 구매 관련 위험을 감

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그 제품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다른 소비자의

경험을 의존하게 되었다.

따라서 인플루언서는 선행 소비자이자, 특정 영역의 전문가이자, 자신

만의 취향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트렌드 형성자(Trend setter)의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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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게 되었다. SNS상에서 특정 인플루언서를 팔로우하는 이용자의

수는 적게는 수천 명부터 많게는 수십만 명에 이르기 때문에 인플루언서

의 게시물은 엄청난 확산속도와 파급력을 지닌다. 소셜 네트워크상에서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을 연구한 박혜수(2014)의 연구에 따르면, 인플루언

서는 소셜 네트워크상에서 발생하는 구전효과, 제품, 브랜드, 정보에 대

한 인식 변화 등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인스타그램 패션 인플루언서

오늘날 인플루언서는 정보 전달의 수단으로 SNS를 적극 활용하는데,

그들은 직접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콘텐츠를 제작하고 연출한다(최지

윤, 정윤재, 2017). 인플루언서가 포스팅하는 게시물에 많은 이용자들이

반응하는 이유는 그들의 콘텐츠가 제품 중심이 아닌 자신의 일상을 바탕

으로 한 스토리 중심이기 때문이다. 이때 인플루언서는 각자 전달하는

콘텐츠의 내용에 따라 뷰티, 패션, 스포츠, 요리, 여행 등 전문적으로 다

루는 분야가 다양하게 존재한다.

여러 분야의 인플루언서들 중에서 패션 인플루언서는 자신의 SNS 계

정을 통해 라이프스타일을 노출시키고 자연스럽게 일상 속 패션 스타일

과 코디 방법 등을 공유한다. 그들은 제품 중심의 이미지보다는 자신이

외출할 때 실제로 착용한 이미지와 함께 솔직한 후기를 전달하는 방식으

로 소비자들에게 훨씬 더 친근하게 다가간다. 또한 패션 인플루언서가

등장하던 초창기에는 단순히 블로그나 커뮤니티에서 패션 브랜드의 제품

을 미리 사용해보고 후기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주로 담당했지만, 최근

많은 패션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의 취향을 반영한 패션 제품을 직접 판매

하기 시작하면서 그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있다. 즉 그들은 SNS에서 자

신을 팔로우(follow)하는 이용자들에게 신제품 정보나 착용 후기 등을

공유하며, 자신이 직접 판매하는 제품을 홍보하는 사업 플랫폼으로써 소



- 11 -

셜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SNS에서 활동하는 패션 인플루언서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나

콘텐츠의 내용은 차이가 존재하지만, 공통적으로 그들은 효과적인 마케

팅 채널로 인스타그램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가장 많

은 이용자들을 보유한 SNS가 인스타그램이며, 세계 100대 브랜드 중

65%가 인스타그램을 적극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DMC 미

디어, 2015). 오늘날 SNS 이용자들은 긴 텍스트로 자신의 감정과 일상을

전달하기보다는 몇 장의 이미지와 짧은 영상으로 간결하게 전달하는 것

을 선호한다. 인스타그램의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인스타그램의 경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자체적으로 사진 촬영, 편

집 기능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서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증대시켰기 때문

이다. 인스타그램은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시각적 경험을 제공하여 감성

적인 소구를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소비자와의 소통을

위한 새로운 마케팅 플랫폼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인플루언서 또한 인스

타그램이 가진 여러 편집 툴을 활용하여 비교적 간편하게 콘텐츠를 제공

할 수 있고, ‘좋아요 누르기, 댓글 달기, 다이렉트 메시지 보내기’ 등의

기능으로 대중들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인스타그램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은 모바일에 최적화 되어 있고, 밀레니얼 세

대가 주로 사용하며, 비주얼적 요소로 바이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인스타그램은 사람, 태그, 그리고 장소를 구분하여 검색할

수 있는 검색 기능 제공과 함께,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특히 더 효과적

으로 발휘되는 분야인 패션, 여행, 음식 관련 분야들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3). 인스타그램의 유용한 기능들 덕분에 패션 인플루언서들은 자체적

인 온라인 사이트 외에도 젊은 이용자들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창구로 인스타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여러 조사 결과들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오늘날 패션 인플루언서는

3) 2)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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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브랜드보다 소비자에게 훨씬 더 신뢰를 줄 수 있는 대상이며, 그

들이 생산하고 기획한 정보는 패션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뿐만 아니

라 구매행동까지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해볼 수 있다. 또한 SNS 상

에서 인플루언서의 게시물은 자신을 팔로우하는 이용자들을 통해 기하급

수적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네트워크에서 그들이 지닌 영향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셜 미디어 시대에 새로운 영향력자로 부상한 패

션 인플루언서에 대하여 학문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SNS에서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활발히 노출하고, 자신의 취향을 반영한 패션 제

품을 홍보 및 판매하는 영향력 있는 개인을 패션 인플루언서로 정의하고

자 한다. 이때 주 소비자 층을 2030 밀레니얼 세대의 여성으로 하는 여

성 패션 인플루언서에 한정하여, 그들이 SNS를 사용하는 젊은 여성 소

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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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인플루언서 평가 속성

본 절에서는 기존의 광고학 연구에서 다루어진 정보원의 개념을 인플

루언서 맥락에 적용하여, 소셜 네트워크 환경의 새로운 정보원으로서 인

플루언서의 평가 속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 연구를 통해 정보원의

평가 속성 중 진정성과 매력성의 개념을 살펴보고, 각 평가 속성을 구성

하고 있는 하위 차원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 인플루언서의 진정성

1) 진정성의 개념

진정성(Authenticity)은 현대 사회의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이며, 허위 정보와 과장이 난무하는 시대에 “진짜”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기업의 과대경쟁에서 비롯된 경쟁사회의

심화로 인해 과장된 마케팅이 치열하게 대립하게 되었고, 진정성이 없는

기업의 마케팅 전략에 대해 소비자들은 불신을 가지게 되었다(Leigh,

Peters, & Shelton, 2006). 이렇듯 기업을 통해 촉발된 사회적 문제와 소

비자 기만행위는 기업평가에서 진정성을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도록 이끌

었다(장승희, 2009; Gillmore & Pine, 2007).

진정성에 대한 정의는 학문 분야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는

진정성이 단일 차원으로 구성 된 개념이 아닌 여러 하위 차원들로 구성

된 복합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또한 진정성은 정적이지 않고 계속해서

변형되고 유지되는 연속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관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어렵다(Dickinson, 2006). 이 같은 이유로, 소비 시장과 관련

한 연구에서 진정성에 대한 확정된 정의와 의미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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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yson & Martinec, 2004).

먼저 철학적 관점에서 진정성은 ‘진정한 자아 그 자체를 의미하고 비

진정성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자아를 숨기고 거짓된 행동을 보여

주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Snyder, 1979). 심리학적 관점

에서 진정성은 ‘자신의 내면 상태와 행동이 일치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으며(Harter, 2002), 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생각과 동일하

게 행동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케팅적 관점에서 진정성은 ‘소비

자들이 기대하는 기업의 본질적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는 것이자 진품,

진실, 약속된 비즈니스 수행과 소비자들의 영원한 가치를 지향하는 것’으

로 정의되었다(박성현, 2012). 또한 Beverland(2005)는 ‘상업적 동기에 기

초하기보다 소비자의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진정성을 설명하였으며,

Dickinson(2006)의 경우 포괄적인 측면에서 ‘약속된 비즈니스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고 진정성을 정의하였다. 이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소비자

들에게 제안하는 약속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기업에게 기대하는 약속

또한 포함된 것이라 할 수 있다(박성현, 김유경, 2014).

이 외에 진정성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MacCannell(1973)

은 ‘자연적이며 원시적이고 전통적인 과거와 관련된 것으로써 독창적

(original)이며 각색된(staged) 것’으로 진정성을 정의하였으며,

Fine(2003)은 신실함(sincerity), 순수함(innocence), 독창성(originality)으

로 설명하였다. 또한 김상훈 외(2014)의 연구에서는 진정성을 ‘사실에 부

합되는 것으로 수용하거나 믿고 의지할 가치가 있는 것, 가짜나 모방이

아닌 것, 사실과 일치하여 믿고 의지할 가치가 있는 것’ 등으로 설명하면

서, 진정성은 객관적인 사물에 의해 정의될 수도 있고 그 사물에 투여된

사람의 주관적인 해석에 의해 정의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맥락에서 진정성이라는 표현은 ‘진짜(genuineness)’, ‘실제(reality)’, ‘진실

(truth)’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Kennick,

1985; Bendix, 1992; Costa & Bamossy, 1995; Goldman & Papson 1996;

Peterson,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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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소셜 네트워크 환경의 새로운 정보원이라는 관점에서 인플

루언서의 진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광고학 분야에서 다루어지는 선행 연

구를 고찰하였다. 광고학에서 진정성은 주로 소비자 관점에서 기업과 브

랜드에 대한 진정성 지각을 주제로 다루어져왔다.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수많은 스캔들과 부정행위 등을 통해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동을 보여

왔으며(Gilmore & Pine, 2007), 소비자들은 가식적이고 허위적인 기업의

모습을 목격하면서 진정성에 대한 요구를 더욱 느끼게 되었다. 이는 소

비자가 기업의 광고를 접할 때 기업의 평소 이미지뿐만 아니라, 광고를

전달하는 정보원의 진정성까지 중요하게 평가하도록 이끌었다. 진정성을

다룬 여러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김소영과 조창환(2016)은 광고 정보원

의 지각된 진정성을 ‘내면의 생각 및 태도에 일치하는 방향의 광고 메시

지를 전달한다고 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 정의에 따르면 소비자가

광고 정보원이 자신의 내면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광고 메시지를 전달하

고 있다고 지각한다면, 그들의 진정성은 높게 평가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즉 광고 정보원의 사회적 역할과 내적 자아가 일치할수록 소비

자는 정보원의 진정성을 높게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많은 선행 연구들은 특정 대상에 대해 소비자가 지각한 진정성이 소

비자의 태도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해왔다(윤만희, 김정섭,

김주현, 2010; 이미영, 최현철, 2011; 최윤슬, 이경렬, 2013). 대부분의 연

구에서 진정성을 소비자가 지각하는 속성으로 간주하였으며, 소비자들은

다양한 단서(cue)를 이용하여 대상에 대한 진정성을 지각한다(Beverland

et al., 2008). 한 예로, “맥주 생산자들이 생산 과정에 활동적으로 참여하

는 사진”, “소규모 맥주 제주 과정에 대한 이미지” 등을 브랜드의 진정

성을 표현하는 단서로 제시하고, 이러한 단서가 광고를 통해 강조되었을

때 소비자들은 브랜드의 진정성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verland

et al., 2008).

본 연구는 인플루언서의 SNS 활동과 그들이 공유하는 콘텐츠에서 나

타나는 단서들을 통해 소비자가 진정성을 지각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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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자 정 의

Snyder

(1979)

진정한 자아 그 자체를 의미하고 비진정성은 타인과의 관계

에서 진정한 자아를 숨기고 거짓된 행동을 보여주는 것과 

관련된 것

Harter

(2002)
자신의 내면 상태와 행동이 일치하는 것

Beverland 

(2005)
상업적 동기에 기초하기보다 소비자의 가치를 지향하는 것

박성현

(2012)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기업의 본질적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

는 것이자 진품, 진실, 약속된 비즈니스 수행과 소비자들의 

영원한 가치를 지향하는 것

김소영·조창환

(2016)

내면의 생각 및 태도에 일치하는 방향의 광고 메시지를 전

달한다고 지각되는 것

였다. 기존의 선행 연구들은 사람이 아닌 브랜드나 특정 제품에 대한 진

정성을 다루었으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정보원의 관점에서 인플루언서의

진정성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광고학

에서 다루어지는 정보원의 진정성과 유사한 맥락으로 SNS 패션 인플루

언서의 진정성을 ‘상업적 동기보다 정보원의 내면의 생각 및 태도에 일

치하는 방향의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지각되는 정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표 2-1]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진정성의 정의

2) 진정성의 하위 속성

진정성에 관한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Gilmore & Pine, 2007;

Beverland et al., 2008; Alexander, 2009), 진정성은 단일차원의 개념이

아닌 다양한 하위차원의 개념들의 조합인 구성개념의 특징을 지니고 있

다. 사람들은 진정성에 대하여 신뢰성, 진실성, 차별성, 정직성, 정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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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비상업성 등 다양한 연상들을 떠올리며 이러한 연상들은 진정성

을 여러 하위차원의 개념들로 구성된 하나의 복합구성체로 간주하게 한

다(최윤슬, 이경렬, 2013). 또한 진정성과 관련된 최근 연구들은 대부분

특정 제품이나 브랜드의 진정성을 측정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소비

자가 지각하는 진정성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됨에 따라, 특정 광고나

전달 매체, 기업의 마케팅 전략, 서비스 제공자나 판매인 등에 대한 진정

성 연구로 확장되어 진행되고 있다.

국외 연구 중 마케팅적 관점에서 진정성의 차원을 제안한 Gilmore &

Pine(2007)의 연구에서는 자연성(Natural authenticity), 독창성(Original

authenticity), 특별함(Exceptional authenticity), 연관성(Referential

authenticity), 영향력(Influential authenticity) 등 5가지 유형의 진정성을

도출하였다. 광고에서 나타난 브랜드 진정성을 연구한 Beverland 외

(2008) 연구자들은 맥주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이 지각하는 브랜드 진정

성의 유형을 밝혔다. 해당 연구는 동일한 장소에서 각기 다른 포지셔닝

을 가지는 맥주 브랜드 2개를 대상으로 질적 분석을 한 결과, 브랜드 진

정성의 유형으로 ‘순수 진정성(pure or literal authenticity), 근사 진정성

(approximate authenticity), 도덕적 진정성(moral authenticity)’로 구분하

였다. Alexander(2009)는 지역 맥주 브랜드를 대상으로 하여 진정성과

관련된 속성들과 그들 간의 위계 구조를 밝혔다. 이 연구에서 진정성의

속성은 유산(heritage), 가계(pedigree), 스타일의 일관성(stylistic

consistency), 품질 추구(quality commitments), 장소와의 관계

(relationship to place), 생산 방법(method of production), 비영리 목적

추구(downplaying commercial motives) 등 7가지 차원으로 도출되었다.

이 중 스타일의 일관성과 생산 장소에 대한 소비자 인식은 유산, 가계,

품질 추구, 생산 방법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진정성을 측정

하는 하위 속성간의 위계 구조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국내 연구 중 서상우(2010)는 Alexander(2009)의 연구를 바탕으로 패

션브랜드의 진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진정성의 구성차원을 핵심속성과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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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속성으로 구분하였다. 핵심속성의 경우 전통성, 권위성, 지역 상징성,

일관성, 마니아 지향성으로 구성하였고, 촉진속성의 경우 지속가능성, 독

창성, 유행 반영성 등으로 구분하였다. 브랜드 진정성 척도를 개발한 박

성현과 김유경(2014)의 연구는 문헌 연구와 전문가 조사, 소비자 심층 인

터뷰를 통해 브랜드 진정성의 구조와 측정 문항을 개발하였다. 그 결과,

진정성의 상위차원으로 커뮤니케이션 진정성, 성과적 진정성, 사회적 진

정성 세 가지가 도출되었다. 그 중 커뮤니케이션 진정성은 ‘커뮤니케이션

개방성, 광고 진실성, 브랜드 약속’이라는 3가지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었

으며, 성과적 진정성은 ‘CEO 경영 능력, 독창성, 브랜드 품격, 일관성’이

라는 4가지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었고, 사회적 진정성은 ‘사회적 책임, 환

경적 책임, 내부종사자 공정성, 협력업체 공정성’이라는 4가지의 하위차

원으로 이루어졌다. 화장품 브랜드의 진정성을 측정한 서용구, 유혜선,

김혜란(2014)의 연구에서는 ‘제품 진정성, 판매인 진정성, 기업 진정성’을

3가지 상위차원으로 제안하였다. 제품 진정성은 ‘자연성, 스토리, 진품성’

이라는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었고, 판매인 진정성은 ‘차별성, 전문성, 일관

성’이라는 하위차원으로 이루어졌으며, 기업 진정성은 ‘광고 진실성, 커뮤

니케이션 개방성, 지속가능경영’이라는 하위차원으로 측정되었다.

이 외에 SNS라는 매체의 진정성을 측정한 이경렬과 최윤슬(2013)의

연구에서는 SNS 진정성의 하위차원으로 진실성, 정직성, 신뢰성, 순수성

네 가지를 제안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SNS에 대한 이용자의 진정성

지각이 네 개의 독립적인 요소로 설명될 수 있으며, 이들 각각의 요소로

구성된 SNS 진정성은 기업 이미지와 브랜드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치는 요소임을 밝혔다. SNS에 대한 이용자의 진정성 지각이 온라인 구

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진실성, 신뢰성, 순수성, 일관성

이라는 네 가지 하위차원으로 진정성을 측정하였다(이경렬, 한송희,

2014). 네 가지 하위 차원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진실성과 신뢰성은

하나의 요인으로 축약되었으며, 연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진정성

의 하위 요인으로 주로 사용되는 속성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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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자 상위차원 하위차원

서상우

(2010)

핵심속성
전통성, 권위성, 지역 상징성, 일관성, 

마니아 지향성

촉진속성 지속가능성, 독창성, 유행 반영성

박성현·김유경

(2014)

커뮤니케이션 

진정성

커뮤니케이션 개방성, 광고 진실성, 

브랜드 약속

사회적 진정성
사회적 책임, 환경적 책임, 내부종사

자 공정성, 협력업체 공정성

성과적 진정성
CEO 경영 능력, 독창성, 브랜드 품격, 

일관성

서용구·

유혜선·김혜란 

(2014)

제품 진정성 자연성, 스토리, 진품성

판매인 진정성 차별성, 전문성, 일관성

기업 진정성
광고 진실성, 커뮤니케이션 개방성, 

지속가능경영

이경렬·최윤슬

(2013)
SNS 진정성

진실성, 정직성, 신뢰성, 순수성

이경렬·한송희

(2014)
진실성, 신뢰성, 순수성, 일관성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 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SNS 인플루언서의 맥

락에서 적용해볼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속성 두 가지를 선정하였다.

두 가지 하위 속성은 진실성과 전문성으로 진정성이라는 복합적인 개념

을 두 가지 하위 속성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 어떻게 적

용시킬 수 있는지 그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2-2] 진정성의 구성차원 – 국내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1) 진실성

진실성(Honesty)은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원이 특정 이슈와 관련된 지

식이나 기술, 경험을 가졌고 편견 없는 의견과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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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것이라고 믿는 수신자의 인식 정도(Belch & Belch, 1994)를 의미한

다. 성동규와 박상호(2005)는 진실성이란 정보원이 메시지 수용자의 행

동 또는 태도를 특정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얼마나 진실 되고 믿

을 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있는지 수용자가 지각하는 정도라고 정의하였

다. 즉, 기업이나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가치가 얼마나 진실하게

느껴지는지를 드러내는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Eagly, Wood, Chaiken(1978)은 정보원이 상황적 또는 개인적 원인으

로 인해 진실된 정보를 전달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 수용자의 신념인 보

고편향을 통해 진실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보고편향

이 있는 정보원은 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만약 소비자가

정보원이 어떤 요인에 의해 편향되어 진실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을 것이

라고 느끼면 설득 효과가 감소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진실성을 지닌 인

플루언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객관적이며, 자신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하

려 수용자들을 조작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설득 커뮤니케이션 맥락에서 살펴보자면 소비자들은 정보원이 특정

주제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솔직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려고

할 때, 정보원에 대해 높은 진실성을 갖게 된다. 그 이유는 진실성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습득한 정보는 자기 의견으로 수용하는 내면화

(internalization) 과정을 통해 설득되기 때문이다(양종아, 김현철, 2016).

즉, 소비자가 진실성이 높다고 지각하는 정보원이 전달하는 메시지에 노

출되었을 때, 그 내용을 타당하게 믿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메시지

에서 주장하는 방향으로 태도변용을 일으키는 것을 내면화라고 할 수 있

다(조전근, 2008). 이처럼 정보원의 진실성은 소비자의 정보 탐색에 대한

수용 및 구매의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속성임을 알 수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브랜드의 경우, ‘허구의(artificial)’, ‘피상적인

(superficial)’으로 인지되기보다 ‘진짜의(real)’, ‘정직한(honest)’으로 받아

들여질 때 소비자가 브랜드의 진정성을 인식할 것이라 주장하였다

(Grayson & Martinec, 2004; Peterson & Anand, 2004). 또한 브랜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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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성이나 사회적 책임 등 도덕적 가치를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보

여줌으로써 소비자에게 믿음을 주고 진정성을 지각하도록 할 수 있다

(Beverland & Farrelly, 2010). 광고의 경우, 스토리를 전달하는 것이 주

된 목적이므로 진실성이 있는 표현이 매우 중요하며, 기업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진실을 왜곡하고 조작한 스토리에는 소비자가 일종의 배신감을

느끼고 신뢰성을 상실하기도 한다(정차숙, 한상필, 안보섭, 2013).

따라서 SNS 패션 인플루언서의 진실성 있는 콘텐츠는 조작이나 왜곡

된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스토리를 의미하며, 이러한 스토리는 소비

자에게 감동을 주고 강한 유대감을 형성시킬 수 있다. 패션 인플루언서

의 경우, 패션과 관련된 콘텐츠를 충분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

을 솔직하게 제시할 때, 수용자들은 높은 진실성을 지각하고 호의적인

태도를 나타낼 수 있다. 본 연구는 여러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진정성

이라는 개념을 이루는 하위 속성으로 진실성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예측하고 이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2) 전문성

Hovland(1953)는 커뮤니케이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원의 공신

력이 진실성뿐만 아니라 전문성(Expertise)과도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즉 광고모델이 관련 제품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많고 신뢰할 수

있을수록 긍정적인 광고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설득 커뮤니케이

션 맥락에서 전문성은 광고 효과에 영향을 주는 정보원의 특성으로 자주

다루어져왔다(Bower & Landreth, 2001; Ohanian, 1990).

전문성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정보원이 특정 메시지의 주제에 대하여

올바른 해결방안이나 정확한 판단을 제시할 수 있다고 수용자가 지각하

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McCracken, 1989). 혹은 정보원이 타당한 주장

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수용자가 지각하는 정도이다(Hov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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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is & Kelly, 1953). 이러한 점에서 보았을 때, 전문성은 정보원이 제

시된 주장을 지지하기 위해 소유하는 것으로 보이는 지식을 말하며, 이

는 소비자에 의해 지각되는 정보원의 속성이라고 볼 수 있다.

정보 수용자는 메시지에 노출된 제품에 대한 지식의 정도를 근거로

정보원의 전문성을 판단하며, 전문성이 있다고 지각하는 경우 제시된 메

시지에 쉽게 설득된다(신영웅, 조창환, 2014). 또한 전문성은 소비자의 제

품 구매, 태도 등에 영향을 미친다. Ohanion(1991)은 유명인의 광고에서

전문성과 실질적인 구매가 관련 있다는 것을 주장했고, Goldsmith et

al(2000)은 온라인상의 정보원이 소비자의 제품태도와 구매의도에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쇼 호스트의 전문성을 다룬 정은이와 정

의철(2013)의 연구에 따르면, 쇼 호스트의 상품설명에서 내용구성이 전

문적일수록 시청자의 구매의도가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SNS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인플루언서가 전달하는 콘텐츠의

품질과 정보 수준, 댓글 및 팔로워 수 등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SNS 활

동을 근거로 전문성을 판단한다. 다른 매체와 동일하게 SNS의 경우에도

정보원의 전문성이 높을 때는 수용자를 설득하는데 용이하지만(신영웅,

조창환, 2014) 낮을 경우 수용자는 방어적 태도와 부정적 견해를 갖는다

(조수영, 2010). 이는 소비자가 전문인을 특정 이슈나 주제에 대해서 풍

부한 지식을 갖춘 합리적인 존재로 생각했을 때, 그가 전달하는 메시지

를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차배근, 2005).

이상의 선행 연구 결과들을 보았을 때, 인플루언서의 전문성은 그 자

체로 인플루언서에 대한 평가 및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진정성을 이루는 하위 속성으로 전문성을

설정하고, 소비자의 관점에서 지각한 SNS 패션 인플루언서의 전문성이

지닌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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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정성 지각에 따른 소비자 반응

진정성은 정보원이 가지는 특성 중 하나로, 정보원의 특성은 메시지

수용자의 태도와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Hovland, Janis, & Kelly, 1953).

진정성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진정성은 수용자의 태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 공헌 활동의 진정

성을 다룬 연구에 따르면(이미영 외, 2011), 공중이 사회 공헌 활동의 진

정성을 높게 지각할 때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은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기업에 대한 태도도 긍정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

만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진정성 연구에서도 서비스 제공자의 진정성은

긍정적인 고객 반응을 이끌어 내는 영향 요인임이 밝혀졌다(윤만희 외,

2010). 서비스 제공자가 진정성을 가지고 긍정적인 감정 표현으로 고객

을 응대할 때, 고객 만족 또는 고객 신뢰와 같은 긍정적인 고객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윤만희 외, 2010).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기업의 활동에 대해 진정

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활동 자체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태도 및 행동 의도도 더욱 긍정적으로 형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메

시지를 전달하는 정보원 또한 개인이기는 하지만 커뮤니케이션을 전달하

는 주체로서 정보원의 진정성은 소비자의 태도나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예측할 수 있다. 즉, 정보원에 대해 소비자가 지각하는

진정성이 높을수록, 정보원이 전달하는 메시지나 콘텐츠에 대한 설득 효

과가 증대될 것이며 광고 제품에 대한 태도 및 행동의도 또한 긍정적으

로 형성될 것이다.

본 연구는 진정성을 이루는 주요 하위 속성으로 패션 인플루언서가

객관적인 태도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전달하는지와 관련된 ‘진실성’

과 패션에 대해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지와 관련된 ‘전문성’을 선정하였다. 소비자가 패션 인플루언서의 SNS



- 24 -

게시물을 통해 해당 인플루언서가 진실성과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지각할

때 진정성을 높게 평가할 것이며, 이는 곧 소비자의 태도 및 행동의도에

도 긍정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2. 인플루언서의 매력성

1) 매력성의 개념

커뮤니케이션 연구들은 타인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해왔으며, 타인의 매력성(Attractiveness)은 대인관

계 형성에 기초가 되는 요인으로 간주되어왔다(Batool & Malik, 2010).

전통적인 사회심리학 연구에서는 낯선 사람에 대해, 사회적으로 바람직

한 특징을 소유한 사람을 매력적이라고 평가하며, 매력적이라고 평가받

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Dion, Berschied, & Walster, 1978). 또한 타인에게 매력적이라

고 지각되는 사람은 공정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시간이 지

날수록 사회적 혜택이 축적된다고 주장한다(Tedeschi, 1974).

매력에 대한 초기 연구의 대부분은 신체적 매력도가 주를 이루었으

며, 신체적 매력 중에서도 타인들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개인

의 얼굴 이미지에 중점을 두었다(Morrow et al., 1990). Caballero와

Solomon(1984)은 신체적 매력성을 아름답고 매력적인 얼굴과 날씬하고

완벽한 몸으로 정의하였다. 박은아와 성영신(2011)의 연구에서는 여성의

외모를 평가할 때 고려되는 신체 부분을 얼굴, 체중, 길이, 하체 등으로

분류하여 신체적 매력성이 부분적으로 측정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매력성이 타인의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신체적 매력성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매력성으로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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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McCroskey & McCain(1974)은 기존의 육

체적 매력 외에 사회적, 업무적 매력을 추가하여 대인 매력 척도

(Interpersonal Attraction Scale)를 새롭게 제시하였고, 매력성은 ‘타인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판단, 상대의 존재감에 대해 좋게 느끼는 정도’를 의

미한다고 정의하였다. 해당 연구는 육체적 매력에만 한정되어 단일차원

으로 다루어져 온 매력성의 개념을 다차원적으로 확장시킴으로써, 매력

성이 지닌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에도 매력성은 광고 모델이나 유명인의 영향력을 설명하기 위한

주요 변수로 다루어져 왔으며, 많은 연구들을 통해 개인의 매력성은 대

인 커뮤니케이션에서 메시지의 설득 효과를 지닌다는 것이 밝혀져 왔다.

특히 정보원 관련 선행연구들에서 매력성은 신뢰성이나 전문성 등과 함

께 설득 커뮤니케이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원 속성으

로 평가되고 있다. Hakim(2010)은 현대 사회의 사회적 위치를 결정하는

자본으로 매력 자본(Erotic capital)을 새로이 제안하면서, 개인이 가진

매력이 자산적 가치로 고려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매력성

은 개인의 대인 관계, 브랜드, 기업, 국가 차원으로까지 확대되어 영향력

을 평가할 수 있는 주요 속성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커뮤니케이션 및 사

회 심리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어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김정렴,

전종우, 2016).

2) 매력성의 하위 속성

매력성은 주로 광고 모델이나 유명인을 평가하는 속성 중 하나로 취

급되어 왔으며, 소비자들은 매력적인 광고 모델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경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himp, 2010). 광고 모델 또는 유명인의 매

력성은 단순히 신체적 매력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지적 능력이나 개성,

라이프스타일 등 여러 가지 특징들로부터 지각될 수 있다. 즉 매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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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사물 또는 사람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정도를 말하며,

신체적인 매력과 심리적인 매력을 포함한다(김성섭 외, 2009).

광고에서 모델의 매력성은 소비자들이 그 모델에 대하여 얼마나 친근

하게 느끼며 자신들과 얼마나 비슷하게 느끼며 또는 얼마나 좋아하냐에

의해서 결정된다. 광고 모델의 매력성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는데, Tan(1985)은 그 대표적인 결정요인들로서 소비자가 모

델에 대해 지각하는 친밀성(familiarity)과 자신들과의 유사성(similarity)

및 호감성(likability)을 제시하였다. 친밀성이란 소비자들이 모델에 대해

친근감을 느끼는 속성으로서, 친밀성은 호감성을 높이는 요인이기 때문

에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McGuire, 1985). 또한 소비자

는 광고의 모델이 자신과 여러 측면에서 비슷하다고 지각할 때, 모델에

게 매력을 느끼게 되어 훨씬 더 설득을 잘 당하게 된다(차배근, 2005).

또한 소비자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모델을 선호할수록 모델이 주장하는

태도로의 변화가 더욱 잘 일어나게 된다. 이와 같이 소비자가 지각하는

친밀성, 유사성, 호감성은 서로 깊은 연관을 가지며, 매력성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인들로 다루어져왔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개인이 지닌 매력성이 하나의 자산적 가치로

간주되기 시작하면서 매력성을 여러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체계적으로 측

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계급 차이에 관한 부르디외(Bourdieu,

1986)의 연구는 현대 사회의 사회적 위치가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자본

의 분배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Hakim(2010)은 네 번째

자본으로 매력 자본(Erotic capital)을 제안하였다. 매력 자본은 타인에게

작용하는 미적, 시각적, 육체적, 사회적, 성적 매력의 종합적 개념으로 여

성의 매력이 여성적 권력 획득의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주장 하에 제시되

었다. 해당 연구는 매력 자본의 하위 요인으로 총 6가지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외모(beauty)로 얼굴의 매력의 초점을 두는 요인이며, 두 번

째로 성적 매력(sexual attractiveness)은 섹시한 바디를 설명하는 개념이

다. 세 번째 사회성(social)은 사회적 교류 과정에서 사람들을 편하고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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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하게 만들어 더욱 자신을 알아나가고 싶어 하게 만드는 능력을 의미한

다. 네 번째 요소는 활기(liveliness)로 사회적 열정이나 유머감각 등을

의미하며, 다섯 번째는 사회적 제시(social presentation)로 옷 입는 방식,

화장, 헤어스타일 등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기 위해 착용하는 다

양한 수단을 일컫는다. 마지막으로 성(sexuality)은 부부나 연인사이 등

특별한 관계에 있는 남녀 간의 작용하는 요인을 뜻한다.

다양한 채널의 확장과 미디어를 통한 관계 형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

면서 매력성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미디어 상에

존재하는 유명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치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

게 되었다. 김정렴과 전종우(2016)는 소비자들이 접할 수 있는 유명인의

영역이 넓어지고 매력성이 개인의 브랜드 자산으로 간주됨에 따라, 유명

인의 매력성을 측정하는 도구가 개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그

들은 Hakim(2010)의 매력 자본 연구를 바탕으로 유명인의 매력성을 종

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요인 분석을 통해 ‘사회적 매력’, ‘육

체적 매력’, ‘전문적 매력’, ‘마케팅적 매력’이라는 4가지 요인으로 구성된

척도를 개발하였다. 첫 번째 요인으로 사회적 매력은 가장 설명력이 높

은 요인으로, 타인과의 좋은 관계 형성을 만들 수 있는 개인적 철학, 가

치, 능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두 번째 요인인 육체적 매력은

유명인에게 나타나는 외모의 관점에서 매력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세 번

째 요인인 전문적 매력은 유명인이 해당 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지식, 재

주, 태도 등에 관해 느껴지는 매력의 가치에 관한 것으로,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는 일은 대중에게 호감을 얻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마지

막 요인인 마케팅적 매력은 유명인의 생활 방식과 태도 등에서 타인이

느끼는 가치에 관한 것으로, 인생에 대한 목표의식, 도전정신과 같은 뚜

렷한 주관을 가졌는지의 여부와 관련이 있다.

본 연구는 김정렴과 전종우(2016)의 유명인 매력성 측정 연구를 바탕

으로 매력성을 유형화하고자 한다. SNS 패션 인플루언서는 소셜 네트워

크상에서 입지를 구축하고 유명해진 일반인 정보원이기 때문에, 유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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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자 상위차원 하위차원

McCroskey·McCain

(1974)

매력성

(대인)

육체적 매력

사회적 매력

업무적 매력

Tan

(1985)

심리적 매력성

(정보원)

친근감

유사성

애호감

Hakim

(2010)

매력 자본

(개인)

외모

성적 매력

사회성

활기

사회적 제시

성

김정렴·전종우

(2016)

매력성

(유명인)

사회적 매력

육체적 매력

전문적 매력

마케팅적 매력

매력성 척도를 사용하여 인플루언서의 매력성을 측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이때 진정성과는 구별되는 평가 속성으로 매력성을

측정하여야 하므로, 진정성의 측정 문항과 다소 유사성이 많은 전문적

매력과 마케팅적 매력을 제외하고 사회적 매력과 육체적 매력 2가지를

매력성 측정의 하위 속성으로 선정하였다.

[표 2-3] 매력성의 구성차원

3) 매력성 지각에 따른 소비자 반응

매력성의 개념은 광고 산업 분야에서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에 영

향을 미치는 광고 모델에 대한 연구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1980년대

이후 유명인의 신뢰성, 전문성의 개념과 함께 매력성은 소비자의 태도와

설득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으로 이용되어 왔다(Patzer, 1983). 또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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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 대한 친숙함, 유사성, 애호감이 매력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는 국내의 경우에도 많이 활용되어 왔으며, 특히 서비스업 등과 같

은 분야에서 소비자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연구에 활발히 적용되어 왔다

(최명수, 천우광, 2012).

Dion(1972)의 연구에 따르면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광

고 모델의 성별과 관계없이 매력 있는 모델이 그렇지 못한 모델보다 사

회적으로 바람직한 성향을 더 많이 갖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Ohanian(1990)은 광고 모델의 공신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매력성을

포함한 전문성, 신뢰성의 3개 차원을 제시하여, 수용자 반응에 영향을 주

는 정보원의 특징을 설명하였다. 일반적으로 수용자들은 매력이 있다고

인식되는 정보원에 대해 긍정적 감정을 형성하고 쉽게 설득 당하는 경향

이 있다(McGuire, 1985). 따라서 정보원천의 매력도가 높을수록 소비자

의 메시지 수용도 역시 함께 증가하게 된다(홍등용, 2005).

즉, 유명한 정보원이 매력적이라고 지각될 때, 소비자는 정보원이 전

달하는 정보를 훨씬 더 우호적으로 수용하게 된다. 매력성은 유명인의

영향력이나 공신력을 평가하는 단서로 활용되고, 소비자들은 매력 없는

정보원보다 매력 있는 정보원에게 호의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

다. 뿐만 아니라, 유명한 정보원이 갖는 높은 주목 환기력(stopping

power)과 그 사람에 대해 가지고 있는 호의적인 감정이나 태도는 광고

태도 및 브랜드 태도로의 전이과정을 거쳐 소비자의 구매의도 제고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허종호 외, 2013).



- 30 -

제 3 절 팬쉽

본 절에서는 소비자의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 반응을 예측하는 변수

로서 팬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로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

에서 다루어진 팬쉽에 대한 개념을 고찰하고, 선행 연구를 통해 팬쉽이

소비자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팬쉽의 개념

팬(fan)이란 운동경기나 선수 혹은 연극, 영화, 배우 및 음악, 가수 등

특정 대상을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애호가라고도 불린

다. 팬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스포츠 분야에서 다루어져 왔으며,

Mcpherson(1972)에 따르면 누구나 스포츠 경기에 일시적인 혹은 수동적

인 관중은 될 수 있으나, 운동선수나 경기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특정

개인에게 내면화되고 견실하게 될 때 비로소 팬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일반 관중의 경우 경기를 관람한 후에는 그 경험에 대해서 잊어버리

게 되는 반면(Zillman & Paulus, 1993), 팬들의 경우 열정적으로 헌신하

는 사람으로서 경기를 관람하게 된다(Sloan, 1989). 또한 Guttman(1986)

은 팬을 스포츠 경기 및 이벤트에 감정적으로 몰입하는 소비자라고 정의

하였다.

이렇게 팬들이 스포츠나 엔터테인먼트, 패션 등의 소비에 참여하고 그

에 대한 열정 또는 열광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팬쉽(fanship)이라고 정

의한다(Jenkins, 1992; Pentecost & Andrews, 2010). 패션에 있어서 팬쉽

은 패션 소비를 증가시키는 소비자의 열정과 관련이 있으며, 팬쉽에 의

한 소비자 행동은 열광하는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Redden

& Steiner, 2000). 구체적으로 소비자의 광적인(fanatical) 행동은 특정 제

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고 싶은 열정, 흥분, 정열, 헌신, 극성의 정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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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나타날 수 있다. 이같이 특정 대상에 대해 충성하고 숭배하는 행

동은 잠재적으로 열광적인 소비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Pentecost

& Andrews, 2010).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팬쉽을 연구한 이성호 외

(2015)의 연구에 따르면 브랜드 팬은 충성도와 다른 개념이 아니라, 충성

도를 가진 소비자 중에서도 해당 브랜드에 대해 가장 높은 정신적 몰입,

긍정적 태도 등을 보이는 소비자들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스포츠 산업에서는 팬쉽을 인지적(cognitive), 감정적(affective), 행동

적(behavioral) 요소로 세분화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다. 최명일과 김재범

(2006)의 연구에서도 팬쉽은 정서적 관여나 동일시를 넘어서 인지적, 감

정적, 행동적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차원적인 개념이라고 설명하였

다. 예를 들어, 팬쉽을 가진 사람들은 스포츠에 관하여 높은 지식을 가지

고 있으며, 경기와 관련된 기술, 지침, 규칙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또한

경기를 관람하면서 감정적으로 몰입하고 갈채, 응원, 야유 등 감정적인

태도를 취하며 스포츠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특

징을 보인다(Gantz & Wenner, 1995). 또한 스포츠팬의 경우 타인들과

스포츠 경기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며, 개인의 여가시간을 경기를 중심으

로 계획하고, 기념품 구매와 이벤트 참여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많은 시

간과 비용을 투자한다(Mcpherson, 1972).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팬쉽은

스포츠나 엔터테인먼트, 패션 등에 대한 소비자의 심리 속성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요인이며, 주변인들의 평가에 관계없이 스스로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한 구성개념으로 볼 수 있다(한동유, 하재필,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나 가수의 팬들과 같이 SNS 패션 인플

루언서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인플루언서가 판

매하는 제품을 열광적으로 소비하는 것을 인플루언서 팬쉽이라 부르고자

한다. 즉, 인플루언서 팬쉽은 SNS 이용자가 추종하는 특정 인플루언서

자체나 그들이 판매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열광적으

로 소비하는 개인 특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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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자 팬쉽의 개념 및 정의 측정변수

Gantz·Wenner

(1995)

스포츠에 대한 지각된 지식, TV 스포츠 

시청에 대한 관심, TV 스포츠 시청의 

양적인 측면

팬쉽, 사전 시청 

행동, 노출 동기, 

부수적 행동, 사후 

시청 반응과 행동

Pentecost·

Andrews

(2010)

명백하게 증가된 지출로 이어지는 현재

의 패션 소비와 관련된 소비자의 열정

패션 팬쉽, 충동구

매, 패션에 대한 

태도, 성별, 세대 

집단, 패션 지출

최명일·김재범

(2006)

정서적 관여 혹은 동일시를 넘어서 인

지, 감성, 행동적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

는 연속체

팬쉽, 기분, 스폰

서 상기

김성훈·정호원

(2012)

팀에 대한 팬들의 심리적, 태도적, 행위

적 애착 정도

팬쉽, CSR 인식, 

구단 평가, 구단 

이미지

[표 2-4] 팬쉽과 관련된 선행 연구

2. 팬쉽이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효과

팬쉽은 마케팅 분야에서 충성고객 또는 충성도라는 개념과 연관 지어

연구되어 왔다. Mahony et al.(2000)의 연구에서는 스포츠 소비자들을

세분화하기 위해 ‘정신적 몰입’과 ‘행위적 일관성’이라는 두 변수를 이용

하여 충성도를 4가지로 유형화하였다. 두 가지 차원이 모두 높은 집단은

충성도가 가장 높은 집단으로, 팀에 대한 강력한 심리적 애착과 능동적

인 참여 자세를 지니게 된다. 진정한 충성도(true loyalty)를 가진 소비자

들은 대상에 대해 팬쉽을 형성한 집단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들은 특

정 대상에 대해 강력한 정신적 몰입과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뿐

만 아니라, 팬쉽을 가진 소비자들은 지속적인 관련 구매가 이루어지는

행위적 일관성을 가진 사람들로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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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쉽이 지닌 효과는 스포츠 팀에 대한 추종적인 행동으로 잘 드러나

는데, 스포츠팬들은 자신이 소속된 팀 또는 관련된 기업들과의 동일시를

통해 자신과 그들이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Gwinner, 1997).

스포츠팬들은 자신이 소속된 집단을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해서 신뢰도가

높다고 지각하기 때문에(Grove & Fisk, 1997) 자신이 선호하는 팀이나

브랜드가 제공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된다. 또한 석혁기와 이

형진(2006)의 연구에 따르면, 팬쉽의 강도는 스포츠 참가 정도 및 스포츠

참가 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션과 관련된 팬

쉽의 경우에도 충동구매나 구매 결정과 같은 행동적 결과물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akewell et al., 2006; O’Cass, 2004; Rook &

Fisher, 1995; Han et al., 1991).

위의 선행 연구들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팬쉽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

에 대해 정서적 애착과 행동적 일관성이 모두 높게 형성된 소비자 개인

특성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스포츠 산업에서 스포츠팬을 관리하는 것이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는 것보다 5배나 적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Bristow & Sebastian, 2001)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팬쉽이 있는 소비자는 각 산업의 이윤 창출과 안정적인 운영

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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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소비자 행동의도

본 절에서는 특정 대상에 대한 태도가 대상을 향한 미래의 행동을 계

획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관계유지의도와 제품

구매의도라는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정 대상과의 상호 관계성과 관

련이 있는 관계유지의도와 제품에 대한 실제적인 구매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제품구매의도에 대한 정의를 선행 연구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1. 관계유지의도

관계유지의도란 기업, 브랜드, 채널에 속하는 서비스나 상품을 구매하

는 동안 기업과 관계를 형성하려는 고객의 의도를 말한다(Kumar et al.,

2003). 관계유지의도는 고객만족의 결과로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평가하

며, 고객이 서비스와 보상을 제공받고, 지속적으로 그 서비스를 이용하려

고 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다(한상린, 2003). 즉, 기업은 충성고객의 확보

와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수익성을 향상 시킬 수 있으며, 고객의 입

장에서는 관계유지를 통해 혜택이 제공될 때 관계가 더 강화될 수 있다

고 인지하게 된다(신용두, 2011).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와 공급의 교환관

계를 꾸준히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소비자를 이해하며, 장기적인 관계

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것을 관계유지의도로 설명

할 수 있다(주성래, 2003).

Berry & Parasuraman(2004)에 따르면 관계유지의도를 상호의존성을

기반으로 하며 우선 거래를 통해서 만족을 느낀 고객이 더 높은 만족을

느끼기 위해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자하는 의도로 정의하였다. 특히 박은

정(2008)은 장기지향성과 관계유지의도의 개념적인 차이에 대해 설명하

였다. 장기지향성이란 개념을 사용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이 판매자와

구매자의 거래적인 관계를 다루고 있었고, 관계유지의도란 개념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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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선행연구들은 대체적으로 기업과 고객의 관계를 다루어 연구하였다

(주영혁, 2005). 또한 주성래(2003)는 관계지향성을 고객이 거래하고 있

는 기업에 대해서 지속적,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거래를 원하는 거래점

포, 행동의도에 대한 긍정적인 구전에 의한 관계유지의도를 상호의존성

과 관계의 지속성을 포함한 개념으로 행동의도가 직접적으로 크게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관계마케팅의 결과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구전, 추천의도, 재구매의도와

같은 변수들은 관계유지 또는 관계지속을 설명하는 요소가 된다.

Berry(1995)의 연구에서 지속적인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고객과 기

업 모두 이익이 발생되어야 하며, 양측이 다양한 혜택을 얻게 되었을 때

관계가 유지될 뿐만 아니라, 관계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고 하였다. 고객

의 입장에서 사회적인 혜택이나 기능적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면 관

계가 꾸준히 유지 및 확보된다고 하였으며, 기업이 고객에게 다양한 서

비스를 제공하면 관계혜택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관계유지의도가 강화

된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많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관계에서 오는 혜택

이 관계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기업과 고객’ 또는 ‘구매자와 판매자’의 거래 관

계를 중심으로 다루어져왔던 관계유지의도라는 개념을 SNS 환경에 적

용하여 ‘인플루언서와 팔로워 간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의도’로 정의

하고자한다. SNS는 타인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 면대면 커뮤니

케이션 환경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개방적이기 때문에, 인플루언서에 대

해 형성된 감정과 가상의 환경에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행동의도 간

에는 어떠한 연관 관계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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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구매의도

구매의도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려고 하는 소비자의 경향이자

특정제품에 대한 구매의지를 가지는 것으로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과정

을 통해 형성된다. 구매의도의 개념은 인지적 요소, 감정적 요소, 행동적

요소로 대표되는 세 가지 구성요인으로 이루어진다(유도연, 2011). 세 가

지 요인들 중에서 구매의도는 행동적 요인에 해당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행동적 요인은 특정 대상에 대한 사람들 개인의 행동 의향을 의미

한다. 구매의도가 태도와 행동의 매개체 역할을 함으로써 행동에 대한

의도가 행동의 수행여부에서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Engel et al., 1990).

태도와 신념의 차원에서 구매의도란 소비자가 해당 상품을 구매하고

자 하는 정도(Richardson, 1996)를 의미하며, Engel et al.(1990)은 구매

의도를 개인의 지각과 태도가 행위로 실현 될 주관적 가능성이라고 정의

하였다. 심리적 차원에서 구매의도는 브랜드에 대한 종합적 평가로써 구

매의지에서 비롯된 심리적인 태도로 정의할 수 있다(김효경, 손수진,

2010). 일반적으로 구매의도는 특정제품을 구매하려는 의도로서 실제 구

매행동으로 이어지길 예상하는 가장 효과적인 변수로 사용되어 왔다. 박

기남과 김기운(2001)은 구매의도가 특정 대상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바

탕으로 소비자가 직접적인 행동을 시행하고자 하는 주관적인 심리상태라

고 제시했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 보면 구매 의도는 개인의 주관적인

견해, 신념, 의지 등의 특정한 심리적 태도가 미래의 행동으로 이어질 가

능성이자 확률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SNS 패션 인플루언서가 제품을 판매하고 그를 수용하

는 소비자의 관점에 중점을 두고, 인플루언서에 대해 선행된 소비자의

인식 및 감정에 따라 인플루언서가 판매하는 제품구매의도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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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 및 절차

제 1 절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본 절에서는 앞서 논의한 선행 연구들의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실

증적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연구 모형

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SNS 패션 인플루언서의 진정성을 복합적인 개념으로 바라

보고, 소비자가 지각하는 인플루언서 진정성의 수준에 따라 소비자의 행

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때, 인플루언서

진정성이 팬쉽이라는 감정을 매개하여 소비자의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

는 경로를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인플루언서의 평가 속성으로 인플루언

서 매력성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인플루언서 진정성과 팬쉽의 관계에

서 매력성이 지니는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연구문제 및 가설의 설정

진정성은 기업이나 브랜드 차원뿐만 아니라 판매원과 같은 개인의 차

원에서도 소비자 태도와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많

은 선행 연구들을 통해 진정성이 애착, 선호도, 구전의도 등과 같은 소비

자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인 것을 확인하였다. 오늘

날 SNS는 소비자가 가장 활발히 정보를 접하는 채널이며, SNS 인플루

언서는 소셜 네트워크상의 정보원으로서 의견을 선도하고 트렌트를 형성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NS 패션 인플루언서를 현대의 패션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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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정보원으로 간주하고, SNS 패션 인플루언서에

대해 소비자가 지각한 진정성이 소비자의 감정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논의한 진정성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광고 정보원이나 의견 전

달자의 진정성은 소비자의 메시지 수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진정성

은 광고 정보원에 대한 부정적 편향을 줄이고 소비자들이 광고를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주요한 핵심 속성이기 때문이다(Anderberg & Morris,

2006; Gilmore & Pine; 2007). 또한 서비스 제공자의 진정성 있는 응대

는 고객 만족과 고객 신뢰와 같은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윤

만희 외, 2010).

따라서 광고 모델과 같은 정보 전달자의 진정성은 그들이 전달하는

메시지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그들 자체에 대한 선호도와 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해

형성된 소비자의 애착이나 충성도는 그들이 홍보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소셜 네트워크

에서 정보 전달자이자 크리에이터로 자리 잡은 패션 인플루언서의 진정

성이 팬쉽과 소비자의 행동의도에 각각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및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인플루언서 진정성이 소비자 팬쉽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본다.

가설 1-1. 인플루언서 진실성은 팬쉽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인플루언서 전문성은 팬쉽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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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 인플루언서 진정성이 소비자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가설 2-1. 인플루언서 진실성은 관계유지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인플루언서 진실성은 제품구매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인플루언서 전문성은 관계유지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4. 인플루언서 전문성은 제품구매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3. 인플루언서 진정성이 팬쉽을 매개하여 소비자 행동의도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가설 3-1. 인플루언서 진실성은 팬쉽을 매개하여 소비자 행동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인플루언서 전문성은 팬쉽을 매개하여 소비자 행동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소비자는 인플루언서에 대해 평가할 때, 진정성 외에 다른 여러 속성

들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수용자들은 매력이 있다고 인식되

는 정보원에 대해 긍정적 감정을 형성하며(McGuire, 1985), 정보원천의

매력도가 높을수록 소비자의 메시지 수용도 함께 증가하게 된다(홍등용,

2005). 많은 선행 연구들을 통해 매력성은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나 공

신력을 평가하는 속성으로 활용되었으며, 소비자들은 매력 없는 인플루

언서보다 매력 있는 인플루언서에게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게 된다. 마찬

가지로 SNS 이용자들도 인플루언서의 게시물을 단서로 활용하여 인플

루언서가 지닌 매력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보원의 매력성은 정보원의 유형이나 다른 평가 속성들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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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많이 받게 된다. 여러 국외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정보원의 매력성,

진실성, 전문성 차원 중 전문성 요인이 태도 및 행위 변화에 가장 영향

을 많이 미친다고 밝혔다(Ohanian, 1991; Wilson & Sherrell, 1993). Till

& Busler(2000)는 육체적 매력성과 전문성 요인 모두 광고제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육체적 매력성보다는 전문성 요인과 광고제품과의 조

화효과가 더욱 적합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매력성은 정보원을

평가하는 주요 속성이지만, 다른 평가 속성들에 의해 상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플루언서를 평가하는 속성으로 패션 인플루언서

의 매력성이 팬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 매력성이 인플

루언서 진정성과 팬쉽의 관계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

였다. 앞서 언급하였듯 매력성은 다른 평가 속성들의 영향을 받는 변수

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인플루언서의 매력성을 높게 지각한다면 인플루

언서 진정성이 팬쉽에 미치는 효과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반대로 소비자가 인플루언서의 매력성을 낮게 지각한다면 인플루언서 진

정성이 팬쉽에 미치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이라 예상하였다. 이

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 및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4. 인플루언서 진정성이 팬쉽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매력성

의 조절효과를 알아본다.

가설 4-1. 인플루언서 매력성은 팬쉽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2. 인플루언서 매력성이 높을(낮을)수록 인플루언서 진정성이 팬쉽에

미치는 효과는 증가(감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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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모형

앞서 살펴본 연구문제 및 가설을 바탕으로 SNS 패션 인플루언서의

진정성이 인플루언서 팬쉽을 매개하여 소비자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연구문제 1을 통해 인플루언서의 진정성이

소비자 팬쉽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확인한다. 연구문제 2를 통해

인플루언서의 진정성이 소비자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확인한

다. 연구문제 3을 통해 인플루언서의 진정성이 팬쉽을 매개로 하여 소비

자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4를

통해 인플루언서 평가 속성인 매력성이 팬쉽에 미치는 주효과를 확인하

고, 진정성이 팬쉽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력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인한다. 구체적인 연구모형은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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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구성 및 절차

본 연구는 연구문제 및 가설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절에서는 설문조사의 전반적인 구성과 절차에 대해 설명

하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구성한

측정문항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실증 연구 구성 및 절차

본 연구는 SNS 패션 인플루언서의 진정성이 팬쉽 형성에 미치는 영

향과 소비자와의 관계유지의도 및 제품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

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진정성 외에 소비자 반응 및 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매력성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매력성의 효과가 인플루언

서를 평가하는 맥락에도 적용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및 가설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설문지법을 이용하

였으며, 설문조사는 오프라인 환경에서 진행되었다. 연구참여자는 설문

장소에 도착하여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통해 일차적으로 소비자 개인 특

성과 관련된 사전 문항에 응답하였다. 사전 문항 응답이 끝나면 연구참

여자는 SNS 패션 인플루언서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특성을 텍스트로

전달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참여자는 SNS 패션 인플루언서의 조건

에 적합하면서도 평소 즐겨보는 여성 패션 인플루언서의 인스타그램 계

정을 종이에 기입하도록 요청 받았다.

이후 연구참여자는 직접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종이에 기입한 여성 패

션 인플루언서 계정에 접속하여, 약 2분 동안 인플루언서 피드를 관찰하

였다. 이 과정이 종료된 후에 연구참여자는 앞서 관찰한 인플루언서를

연상하면서 인플루언서를 평가하는 문항들에 응답하였다. 설문조사는 약

15분가량 소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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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내용 문항 수 측정 방법

인플루언서 평가 속성

(진정성/매력성)
22 7점 리커트 척도

인플루언서 팬쉽 11 7점 리커트 척도

소비자 행동의도

(관계유지의도/제품구매의도)
7 7점 리커트 척도

인스타그램 이용 특성 3 기술형

인구통계학적 특성 4 선다형/기술형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보유하고 활발히 활동하는 20-30대 여

성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실제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는 젊

은 여성 패션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므로, 그들과 성

별이 동일하고 연령대가 유사한 집단으로 연구 대상을 한정하였다.

3. 설문 문항의 구성

설문지는 크게 여섯 가지 영역으로 총 6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최종 분석에는 총 47문항이 사용되었다. 초기 문항은 인플루언서의 영향

력 평가 문항과 함께 인플루언서의 평가 속성인 진정성과 매력성, 인플

루언서에 대한 팬쉽, 그리고 소비자 행동의도인 관계유지의도와 제품구

매의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성별 및 나이, 최종 학력, 직

업, 월 소득 등 간단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련된 문항과 이용자의 인

스타그램 사용 기간과 빈도 등을 묻는 문항을 포함하였다. 최종 분석에

사용된 설문 문항들의 구성은 다음의 [표 3-1]와 같다.

[표 3-1] 설문지 문항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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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문항 내용 출처

진실성

그녀가 제공하는 포스팅의 내용은 믿을 수 있다

최윤슬, 

이경렬

(2013)

그녀가 제공하는 포스팅의 내용은 정확하다

그녀가 제공하는 포스팅의 내용은 사실 자체를 말한다

그녀가 제공하는 포스팅의 내용은 언행이 일치한다

그녀는 포스팅을 통해 진실 되게 이야기한다

전문성

그녀는 새로운 패션 트렌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Gilmore 

& Pine

(2007),  

서용구 외 

(2014)

그녀는 패션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다

그녀는 패션 코디나 연출 능력이 뛰어나다

그녀는 자신의 일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일의 전문성을 위해 항상 노력한다

(1) 인플루언서 진정성

인플루언서 진정성은 진실성과 전문성이라는 두 가지 하위 속성으로

나누어서 측정하였다. Gilmore & Pine(2007), 최윤슬과 이경렬(2013), 서

용구 외(2014)의 연구를 바탕으로 문항을 재구성하였다. 구체적인 내용

은 [표 3-2]에 제시되어 있다.

[표 3-2] 인플루언서 진정성 측정문항 및 출처

(2) 인플루언서 매력성

인플루언서 매력성은 김정렴과 전종우(2016)의 연구를 바탕으로 사회

적 매력성과 육체적 매력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측정하였다.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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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문항 내용 출처

사회적

매력성

그녀는 친화력이 뛰어난 것 같다

김정렴, 

전종우

(2016)

그녀는 유머감각이 뛰어나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내는 것 같다

그녀는 말솜씨가 뛰어나다

그녀는 표현력이 뛰어나다

그녀는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고 싶게 만든다

육체적

매력성

그녀의 얼굴은 여성미가 있다

그녀는 예쁘다

그녀의 얼굴은 균형이 잘 맞다

그녀의 얼굴은 매력적이다

그녀는 매력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다

그녀는 세련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연구를 참고하여 측정 문항들을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 3-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3] 인플루언서 매력성 측정문항 및 출처

(3) 팬쉽

팬쉽은 스포츠 팬쉽과 관련된 선행연구인 Gartz & Wenner(1995), 진

주은(2011), 이유정(2015)의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문항과 브랜드 및 패

션 팬쉽과 관련된 선행연구인 Pentecost & Andrews(2010), 한상린 외

(2015)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바탕으로 인플루언서 맥락에 맞게 수

정하여 문항을 재구성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3-4]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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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문항 내용 출처

팬쉽

나는 이 인플루언서의 피드를 자주 살펴본다

Gartz & 

Wenner(1995), 

Pentecost & 

Andrews(2010), 

진주은(2011), 

이유정(2015), 

한상린 외 

(2015)

나는 이 인플루언서에 대한 정보에 관심이 많다

나는 이 인플루언서에 대해 열정이 있다

지인들과 이 인플루언서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있다

나는 최소 하루에 한 번 이상 이 인플루언서의 

계정을 구경한다

나는 이 인플루언서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나는 이 인플루언서의 패션 스타일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나는 이 인플루언서가 판매하는 제품을 주의 깊

게 살펴본다

나는 이 인플루언서가 추천하는 제품을 믿고 구

입할 의향이 있다

나는 이 인플루언서의 평소 스타일을 따라할 의

향이 있다

나는 이 인플루언서가 사용하는 제품 정보(ex. 

화장품)를 검색해본다

[표 3-4] 인플루언서 팬쉽 측정문항 및 출처

(4) 소비자 행동의도

소비자 행동의도는 인플루언서와 소비자와의 상호관계성과 관련된 관

계유지의도와 실제 구매행동과 관련된 제품구매의도라는 두 가지 측면으

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관계유지의도의 경우 주성래(2003), 김인정(2011)

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제품

구매의도의 경우 김은정(2009), 양혜원(2016)의 연구에서 활용한 문항을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3-5]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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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문항 내용 출처

관계

유지의도

앞으로도 이 인플루언서의 피드를 지속적으로 

보고 싶다

주성래(2003), 

김인정(2011)

앞으로도 이 인플루언서를 계속 팔로우 할 계획

이다

앞으로도 이 인플루언서가 제공하는 정보를 지

속적으로 받고 싶다

제품

구매의도

인플루언서가 평소 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할 마

음이 있다

김은정(2009),

양혜원(2016)

인플루언서가 평소 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할 확

률이 있다

인플루언서가 판매하는 제품이 다소 비쌀 지라

도 구매할 생각이 있다

동일한 제품이라면 인플루언서가 판매하는 제품

을 구매할 생각이 있다

[표 3-5] 소비자 행동의도 측정문항 및 출처

(5) 인스타그램 이용 특성

인스타그램 이용에 대한 사용자별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하루 평균

인스타그램 사용 시간, 인스타그램 이용 기간, 팔로우하고 있는 패션 인

플루언서의 수를 자유기술형식으로 응답하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

(6) 인구통계학적 특성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연령, 최종 학력, 직업, 월 소득에 대해 자유기술

형식과 선다형식으로 응답하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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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

본 절에서는 실증적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에 있어서의 조사 대상, 표

본 수집 및 구성, 분석방법을 기술하였다.

1. 자료의 수집과 표본의 구성

본 연구는 설문조사 방법의 특성상 연구자가 직접 사전에 연구참여자

를 모집하였다. 연구참여자 모집문건은 교내 온라인 커뮤니티와 교내 게

시판을 통해 제시되었으며, 설문조사 참여 조건에 부합하고 참여할 의사

가 있는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모집이 진행되었다.

자료 수집은 2017년 9월 22일부터 9월 26일까지 약 5일간 진행되었다.

연구참여자는 사전에 연구자와 설문조사 참여 시간을 정한 후, 연구자가

상주하는 오프라인 환경에서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설문에 참여하였다.

연구참여자는 기본적인 문항에 대해 응답한 후에 연구자의 지시에 따라

1명의 여성 패션 인플루언서를 연상하도록 요청 받았고, 약 2분 동안 해

당 인플루언서의 인스타그램 피드를 관찰하였다.

인플루언서의 계정을 관찰한 후 연구참여자는 인플루언서를 평가하는

문항들에 대해 응답하였으며, 설문조사는 약 15분 정도 소요되었다. 5일

간의 설문조사를 통해 총 181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총 176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표본의 인스타그램 이용 특성을 살펴보면, 연구참여자들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1시간 정도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스타그램

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한 기간은 평균적으로 약 2년 이상인 것을 확인하

였다. 연구참여자들이 팔로우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패션 인플루언서의

수는 평균 약 8명이며, 실제로 인스타그램을 통해 패션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이용자는 표본의 47.2%에 해당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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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항목 빈도(N) 퍼센트(%)

연령

19세 - 22세 57 32.4

23세 - 26세 90 51.1

27세 - 30세 18 10.3

31세 - 35세 11 6.2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4 2.3

대학교 재학 67 38

대학교 졸업 54 30.7

대학원 재학 46 26.2

대학원 졸업 5 2.8

직업

학생 111 63.1

주부 1 0.6

자영업 2 1.1

서비스업 11 6.3

사무직 32 18.2

공무원 5 2.8

무직 14 8.0

월 소득

100만원 미만 47 26.7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6 20.5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24 13.6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6 9.1

400만원 이상 53 30.1

연상한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실제로 높게 평가되는지 확인한 결과, 측

정 문항들의 평균값이 약 5.40점(7점 리커트 척도)으로 도출되어, 떠올린

인플루언서에 대해 높은 영향력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 연령은 약 24세이며 학력

은 대학교 재학이 67명(38.1%)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 졸업이 54명

(30.7%)으로 확인되었다. 직업은 학생이 111명(63.1%)으로 가장 많았으

며, 사무직이 32명(18.2%)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의 경우, 4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표본이 53명(30.1%)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100

만원 미만(26.7%)으로 나타났다.

[표 3-6] 인구통계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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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분석 내용 분석 방법

1 인스타그램 이용 특성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

2 인구통계학적 특성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

3 측정 모형의 신뢰도 및 타당도 확인적 요인분석

4 측정 척도의 신뢰도 신뢰도 분석

5 측정 변수 간 경로계수 구조모형 분석

6 팬쉽의 매개효과 검정 Process 분석

7 매력성의 조절효과 검정 위계적 회귀분석

2. 자료의 분석방법

본 연구의 설문조사 자료는 SPSS 23.0 프로그램과 AMOS 18.0을 사

용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표본의 인스타그램 이용 특성 및 인구통

계학적 특성 분석을 위하여 기본적인 기술통계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연구문제 검증을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팬쉽이 지닌 매개효과를 구체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Macro Process

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진정성과 팬쉽의 관계에 대한 매력성의 조절효과

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과 같다.

[표 3-7] 자료 분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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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및 논의

본 장에서는 제 3장에서 제시한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정량적 연

구의 결과를 제시한다. 우선 연구문제 검증에 앞서 분석에 사용된 측정

모형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한다. 다

음으로 SNS 패션 인플루언서의 진정성이 팬쉽을 매개로 하여 소비자

행동의도에 미치는 경로를 분석하여 연구문제 1, 2, 3을 검증한다. 추가

적으로 변수들 간의 관계에서 SNS 패션 인플루언서의 매력성의 조절

효과를 확인하여 연구문제 4를 검증한다.

제 1 절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1.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는 SNS 패션 인플루언서의 진정성(진실성, 전문성)이 팬쉽을

매개하여 소비자의 행동의도(관계유지의도, 제품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

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모형 분석을 위해

AMO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먼저 측정모형의 적합도 및 측정변수의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모든

변수를 반영한 모형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변수별

측정변수들의 요인적재량, t값(t-value), AVE(평균분산추출), CR, p값

(p-value) 및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fit index)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

과 측정변수의 표준화 요인적재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였고

(p<.05), 그렇지 못한 항목들은 제거하였다(이학식, 임지훈, 2011).

측정모형의 주요 적합도는 =1194.532(df=689, p=.000), N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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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도 지수  df GFI IFI CFI RMSEA

측정모형 1194.532 689 .769 .909 .907 .065

=1.734, GFI=.769, IFI=.909, CFI=.907으로 나타났으며, RMSEA=.065로

기준인 .08보다 작게 나타나 측정모형의 적합성이 합당한 수준임을 확인

하였다(이학식, 임지훈, 2011).

모든 측정변수의 하위 항목의 요인적재량은 0.572에서 0.932 범위로

나타나 적합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4-1]과 같으며,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및 측정변수들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표 4-2]에 제시하였다.

[표 4-1]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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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측정 문항
요인

적재량
t 신뢰도

진실성

그녀가 제공하는 포스팅의 내용은 

언행이 일치한다
0.873 15.901

0.913

그녀는 포스팅을 통해 진실되게 이

야기한다
0.844 -

그녀가 제공하는 포스팅의 내용은 

사실 자체를 말한다
0.843 12.775

그녀가 제공하는 포스팅의 내용은 

정확하다
0.764 10.875

그녀가 제공하는 포스팅의 내용은 

믿을 수 있다
0.753 10.898

전문성

그녀는 패션 코디나 연출 능력이 뛰

어나다
0.813 8.608

0.870

그녀는 새로운 패션 트렌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0.785 9.260

그녀는 패션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

다
0.728 8.406

그녀는 일의 전문성을 위해 항상 노

력한다
0.719 -

그녀는 자신의 일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0.718 10.974

사회적

매력성

그녀는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

내는 것 같다
0.811 10.545

0.887

그녀는 말솜씨가 뛰어나다 0.758 9.782

그녀는 친화력이 뛰어난 것 같다 0.749 -

그녀는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고 싶

게 만든다
0.732 9.427

[표 4-2] 측정변수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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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표현력이 뛰어나다 0.707 9.079

그녀는 유머감각이 뛰어나다 0.697 8.919

육체적

매력성

그녀는 예쁘다 0.926 13.105

0.911

그녀의 얼굴은 균형이 잘 맞다 0.890 12.475

그녀의 얼굴은 매력적이다 0.855 11.897

그녀의 얼굴은 여성미가 있다 0.750 -

그녀는 세련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

다
0.676 9.124

그녀는 매력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

다
0.632 8.597

팬쉽

나는 이 인플루언서의 피드를 자주 

살펴본다
0.818 -

0.912

나는 이 인플루언서에 대한 정보에 

관심이 많다
0.817 14.210

나는 이 인플루언서가 추천하는 제

품을 믿고 구입할 의향이 있다 
0.757 9.613

나는 이 인플루언서의 패션 스타일

에 대해 잘 알고 있다
0.748 11.294

나는 이 인플루언서에 대해 열정이 

있다
0.738 10.895

나는 이 인플루언서의 라이프스타일

에 대해 잘 알고 있다
0.732 10.797

나는 최소 하루에 한 번 이상 이 인

플루언서의 계정을 구경한다
0.715 10.483

나는 이 인플루언서가 판매하는 제

품을 주의 깊게 살펴본다
0.671 9.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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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 인플루언서가 사용하는 제

품 정보를 검색해본다
0.626 8.940

지인들과 이 인플루언서에 대해 이

야기할 때가 있다
0.574 8.038

나는 이 인플루언서의 평소 스타일

을 따라할 의향이 있다
0.572 7.843

관계

유지

의도

앞으로도 이 인플루언서가 제공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받고 싶다
0.926 20.777

0.941
앞으로도 이 인플루언서를 계속 팔

로우 할 계획이다
0.917 -

앞으로도 이 인플루언서의 피드를 

지속적으로 보고 싶다
0.910 19.816

제품

구매

의도

인플루언서가 평소 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할 마음이 있다
0.932 10.397

0.855

인플루언서가 평소 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할 확률이 있다
0.870 9.979

동일한 제품이라면 인플루언서가 판

매하는 제품을 구매할 생각이 있다
0.738 10.757

동인플루언서가 판매하는 제품이 다

소 비쌀 지라도 구매할 생각이 있다
0.664 -

* 빈 칸은 비표준화 계수를 1로 고정시킨 경우로 t값이 도출되지 않음.

* 모든 측정 문항에서 t값은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도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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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모형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진실성, 전문성, 팬쉽, 관계유지의도, 제

품구매의도의 총 5개 변수들을 최종 모형 투입변수로 설정하였다. 구조

방정식모형의 유의성을 검증하기에 앞서 연구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추상

적 개념이 실제로 측정 도구에 의해서 적절하게 측정되었는지 확인하고

자 구성체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구성체 타당성은 측정도구가 측정하고

자 하는 잠재변수의 값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계량적 분석이 가

능한 개념으로 타당도 검토에 주로 활용된다(이학식, 임지훈, 2011).

구성체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잠재변수에 대해 두 개

이상의 측정도구가 상관관계를 가지는 정도를 나타내는 집중타당성(수렴

타당성; convergent validity)과 하나의 잠재변수가 다른 잠재변수와 얼

마나 차별되는지 확인해주는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확인해

야 한다. 이때 집중타당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가장 널리 쓰이는 평균분

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값은 표준화된 요인적재량을

제곱한 값들의 평균으로, 최소 0.50 이상의 값을 나타내야 집중타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한다(이학식, 임지훈, 2011). 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는 요인적재량의 합의 제곱을 요인적재량의 합의 제곱과

측정오차의 합으로 나눈 값으로 변수의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는 데 사용

하며, 일반적으로 0.70 이상이면 집중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Fornell & Larcker, 1981). 다음으로 판별타당성은 각각의 평균분산추출

값이 두 변수간의 상관계수의 제곱보다 큰지를 판명하여 확인할 수 있으

며, 이 방법은 통계적인 정확성을 보유하기 때문에 가장 널리 사용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측정 요인들의 평균분산추출

(AVE)값과 상관계수 제곱값 및 개념신뢰도(CR) 값을 도출한 결과, 집중

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이 앞서 언급한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결과 값은 아래의 [표 4-3]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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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수 진실성 전문성 팬쉽
관계

유지의도

제품

구매의도

개념

신뢰도

진실성 0.668 0.830

전문성
0.343

(.586)
0.568 0.817

팬쉽
.0.315

(.561)

0.317

(.563)
0.506 0.812

관계

유지의도

0.352

(.593)

0.308

(.555)

0.484

(.696)
0.842 0.907

제품

구매의도

0.350

(.592)

0.244

(.494)

0.401

(.633)

0.446

(.668)
0.653 0.790

[표 4-3] 집중타당성 및 판별타당성 측정지표

* 표의 굵게 표시한 수치는 평균분산추출(AVE) 값을 나타냄. 

* 두 변수간의 상관계수 제곱값을 기입하였으며, 아래의 괄호는 상관계수를 나타냄.

* AVE 값은 최소 0.50 이상, 개념신뢰도(CR) 값은 0.70 이상일 때 집중(수렴)타당성을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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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도 지수  df GFI IFI CFI RMSEA

측정모형 510.838 316 .837 .948 .947 .059

제 2 절 연구문제 검증

본 절에서는 앞서 설정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설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이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 AMOS 18.0과 SPSS 23.0을 사용하였다. 그 후 연구문제 1과 연구

문제 2 검증을 위해 구조모형분석을 활용하여 SNS 패션 인플루언서의

진정성이 팬쉽과 소비자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연

구문제 3 검증을 위해 Macro Process 분석을 통해 팬쉽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연구문제 4 검증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변

수들 간의 관계에서 매력성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1. 인플루언서 진정성이 팬쉽과 소비자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 구조모형 경로 검증

인플루언서 진정성의 하위 속성인 진실성과 전문성이 팬쉽과 소비자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조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정된 모형의 주요 적합도 지수는 =510.838(df=316, p=.000), Normed

=1.617, GFI=.837, IFI=.948, CFI=.947, RMSEA=.059으로 도출되어 전

반적으로 수용할 만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이학식, 임지훈, 2011). 구조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다음의 [표 4-4]에 제시하였으며, 경로계수까지

반영한 구조모형은 [그림 4-1]와 같다.

[표 4-4]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 59 -

  *p<.05, **p<.01, ***p<.001

[그림 4-1] 진정성의 하위 차원과 팬쉽, 행동의도간의 구조모형

제시한 연구모형의 경로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진정성의 하위 속성인

진실성(=.380, p<.001)과 전문성(=.538, p<.001)은 팬쉽에 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문제 1에서 제시한 가설 1-1과

가설 1-2가 지지되었다.

진실성은 관계유지의도(=.269, p<.01)와 제품구매의도(=.256, p<.01)

에 각각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한편, 전문

성은 관계유지의도(=.226, p<.05)에는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

나, 제품구매의도(=.113, p=.221)에 이르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문제 2에서 제시한 가설 2-1, 2-2, 2-3은 지지

되었으며 2-4는 기각되었다.

추가적으로 팬쉽이 관계유지의도(=.551, p<.001)와 제품구매의도(

=.374, p<.001)로 가는 경로는 모두 정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경로

분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4-5]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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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경로
표준화

계수
S.E. C.R. 결과

가설 1-1 진실성 → 팬쉽 .380 .103 3.691 지지

가설 1-2 전문성 → 팬쉽 .538 .123 4.374 지지

가설 2-1 진실성 → 관계유지의도 .269 .094 2.869 지지

가설 2-2 진실성 → 제품구매의도 .256 .082 3.109 지지

가설 2-3 전문성 → 관계유지의도 .226 .110 2.050 지지

가설 2-4 전문성 → 제품구매의도 .113 .092 1.225 기각

[표 4-5] 구조모형 경로 검증

2. 팬쉽의 매개효과 검증

연구문제 3의 경우, 인플루언서 진실성이 팬쉽을 매개하여 소비자 행

동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1과 인플루언서 전문성

이 팬쉽을 매개하여 소비자 행동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

설 3-2를 포함하고 있다. 앞서 구조모형분석을 통하여 전체 경로에서 팬

쉽이 지닌 매개적 역할을 확인하였으나, 팬쉽의 매개효과를 보다 심층적

으로 확인하고자 SPSS Macro Process의 Model 4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Hayes(2013)가 개발한 Process는 표본 수가 작거나 기존의

분석 방법보다 더욱 정교한 검증이 필요할 때 사용된다.

아래 제시된 [그림 4-2]와 같이 단순매개모형인 경우, 독립변수(X)에

서 매개변수(M)로 이어지는 경로의 효과계수인 a와 매개변수(M)에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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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변수(Y)로 이어지는 경로의 효과계수인 b를 곱하여 산출되는 값인 간

접효과의 효과계수 ab의 유의도를 통해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 독

립변수(진정성의 하위 속성)에서 종속변수(관계유지의도 및 제품구매의

도)로 이어지는 경로의 효과계수인 c’는 제안된 모형이 완전매개인지 부

분매개인지 판단하는 지표가 되며, ab와 c’를 더한 값인 C는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총효과, 즉 제안된 모형의 총효과를 의미한다(Preacher

& Hayes, 2004). 본 연구는 분석을 위하여 신뢰도 구간을 95%로 설정하

였으며, 부트스트랩 샘플 수를 1,000으로 지정하여 연구문제 3을 검증하

였다.

[그림 4-2] 단순매개모형 – 연구문제3

(1) 인플루언서 진정성이 소비자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팬쉽의 매개효과 - 진실성

가설 3-1의 검증을 위해, 진실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팬쉽을 매개

변수로 투입하였으며 관계유지의도를 종속변수로 투입한 경로모형에 대

해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Process를 활용하여 매개모형을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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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효과
간접효과(axb) 총효과(C) 매개유형

a b c’

.638 .561 .355
0.358

[.2476, .4893]
0.713 부분매개

는 경우, 신뢰구간의 최소값(LLCI)과 최대값(ULCI) 사이에 0이 포함되

지 않으면 간접효과가 없다는 영가설이 기각되고 간접효과가 있다는 대

립가설이 지지된다. 또한 간접효과에 대해 Sobel test 결과가 함께 도출

되어 유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SNS 패션 인플루언서의 진실성이 팬쉽을 매개하여 관계유지의도로

이어지는 모형에서 간접효과 계수는 0.358의 값을 보였으며, 간접경로에

대한 95% 신뢰구간은 LLCI=.2476∼ULCI=.4893으로 나타나 신뢰구간에 0

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Sobel test 결과, Z값이 6.1582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p<.001). 구체적인 결과 값은 다음의 [그림 4-3]과 [표 4-6]과 같다.

[그림 4-3] 가설 3-1 모형

- 진실성이 팬쉽을 매개하여 관계유지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모형

[표 4-6] 팬쉽을 매개하는 경로모형의 효과 계수1

*p<.05, **p<.01, ***p<.001, 간접효과(axb)에서 괄호 [] 안의 값은 [LLCI, UL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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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효과
간접효과(axb) 총효과(C) 매개유형

a b c’

.638 .461 .414
0.294

[.1983, .4505]
0.708 부분매개

다음으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는 유지하고 종속변수를 제품구매의도

로 투입한 경로모형에 대해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SNS 패션 인

플루언서의 진실성이 팬쉽을 매개하여 제품구매의도로 이어지는 모형에

서 간접효과 계수는 0.294의 값을 보였으며, 간접경로에 대한 95% 신뢰

구간은 LLCI=.1983∼ULCI=.4505로 나타나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았

으므로 팬쉽의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Sobel test 결

과, Z값이 5.3066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p<.001). 이

에 가설 3-1이 최종적으로 지지되었으며, 구체적인 결과 값은 아래 제시된

[그림 4-4]과 [표 4-7]과 같다.

[그림 4-4] 가설 3-1 모형

- 진실성이 팬쉽을 매개하여 제품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모형

[표 4-7] 팬쉽을 매개하는 경로모형의 효과 계수2

*p<.05, **p<.01, ***p<.001, 간접효과(axb)에서 괄호 [] 안의 값은 [LLCI, UL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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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효과
간접효과(axb) 총효과(C) 매개유형

a b c’

.660 .594 .295
0.392

[.2894, .5204]
0.687 부분매개

(2) 인플루언서 진정성이 소비자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팬쉽의 매개효과 - 전문성

가설 3-2의 검증을 위해, 전문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팬쉽을 매개

변수로 투입하였으며 관계유지의도를 종속변수로 투입한 경로모형에 대

해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해당 모형에서 간접효과 계수는 0.392의

값을 보였으며, 간접경로에 대한 95% 신뢰구간은 LLCI=.2894∼

ULCI=.5204으로 나타나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팬쉽의 간접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Sobel test 결과, Z값이 6.2831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p<.001). 구체적인 결과 값은 다

음에 제시된 [그림 4-5]과 [표 4-8]과 같다.

[그림 4-5] 가설 3-2 모형

- 전문성이 팬쉽을 매개하여 관계유지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모형

[표 4-8] 팬쉽을 매개하는 경로모형의 효과 계수3

*p<.05, **p<.01, ***p<.001, 간접효과(axb)에서 괄호 [] 안의 값은 [LLCI, UL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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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효과
간접효과(axb) 총효과(C) 매개유형

a b c’

.660 .546 .249
0.360

[.2533, .5074]
0.609 부분매개

다음으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는 유지하고 종속변수를 제품구매의도

로 투입한 경로모형에 대해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SNS 패션 인

플루언서의 전문성이 팬쉽을 매개하여 제품구매의도로 이어지는 모형에

서 간접효과 계수는 0.360의 값을 보였으며, 간접경로에 대한 95% 신뢰

구간은 LLCI=.2533∼ULCI=.5074로 나타나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았

으므로 팬쉽의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Sobel test 결

과, Z값이 5.72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p<.001). 이

에 가설 3-2가 최종적으로 지지되었으며, 구체적인 결과 값은 아래 제시된

[그림 4-6]과 [표 4-9]과 같다.

[그림 4-6] 가설 3-2 모형

- 전문성이 팬쉽을 매개하여 제품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모형

[표 4-9] 팬쉽을 매개하는 경로모형의 효과 계수4

*p<.05, **p<.01, ***p<.001, 간접효과(axb)에서 괄호 [] 안의 값은 [LLCI, UL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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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플루언서 매력성의 조절효과 검증

연구문제 4는 인플루언서의 평가 속성으로서 매력성의 효과를 확인하

는 것과 관련이 있다. 먼저 인플루언서의 매력성이 팬쉽에 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가설 4-1을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사회적 매력성과 육체적 매력성을 독립변수로, 팬쉽을 종속변수로

회귀분석을 실행한 결과 두 매력성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F=39.353, p<.001). 특히 사회적 매력성(=.415,

p<.001)은 육체적 매력성(=.238, p<.01)보다 팬쉽에 더 많은 영향을 미

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가설 4-1가 지지되었다.

다음으로 인플루언서 진정성이 팬쉽에 미치는 영향이 인플루언서 매

력성이 클수록 증가되는지 확인하는 가설 4-2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수행하기에 앞서 독립변수와 조절변

수가 연계된 변수인 상호작용변수를 먼저 만든 후, 독립변수, 조절변수,

상호작용변수를 순서대로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노경

섭, 2015). 이와 같이 각각의 변수들을 하나씩 투입해가면서 회귀식의 설

명력을 보여주는   값의 변화량을 확인하고, 변화량의 유의성을 검정하

는 방법을 통해 매력성의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팬쉽이라는 종속변수에 대해 첫 번째 단계에서 진실성과 전문성을 독

립변수로 투입하였으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조절변수인 사회적 매력성

과 육체적 매력성을 투입하였으며, 세 번째 단계에서는 진정성과 매력성

의 상호작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진실성*사회적 매력성, 진실성*육체적

매력성, 전문성*사회적 매력성, 전문성*육체적 매력성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과정에서 변수를 원점수로 투입할 때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Mason & Perreault, 1991), 분

석에 투입된 변수를 평균중심화(mean-centered)하여 사용하였다.

팬쉽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아래의 [표 4-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상호작용항이 투입된 모형3의 설명력이 유의하게 높아지지 않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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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1 모형2 모형3

1단계. 진정성

진실성 .352*** .287*** .310***

전문성 .357*** .237** .246**

2단계. 매력성

사회적 매력성 .170* .166*

육체적 매력성 .111 .124

3단계. 진정성*매력성

진실성*사회적 매력성 .046

진실성*육체적 매력성 -.160

전문성*사회적 매력성 -.011

전문성*육체적 매력성 .173

F 54.430 32.089 16.284

F값 변화량 4.455* .703

R제곱 .399 .429 .438

R제곱 변화량 .030 .009

때문에 인플루언서 매력성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관찰되었

다. 최종 모형에서 팬쉽에 미치는 각 변수의 영향을 살펴보면 진실성(

=.310, p<.001)과 전문성(=.246, p<.01)은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

며, 사회적 매력성(=.166, p<.05)도 팬쉽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육체적 매력성(=.124, p=.086)을 포함하여 모든 상

호작용항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4-2가 기각되었다.

이는 매력성이 인플루언서의 중요한 평가 속성임에도 불구하고 진정

성이 가지는 속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작은 변수라는 것을 뜻한

다. 이는 소비자가 인플루언서의 진정성을 높게 평가한 경우, 지각되는

인플루언서의 매력성 수준에 관계없이 팬쉽이나 소비자 행동의도에 미치

는 영향력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10] 진정성이 팬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매력성의 조절효과 검증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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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현대의 소비자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이

자 상호 교류의 장이 되었다. SNS로 대표되는 소셜 미디어는 기존의 매

스미디어가 담당하지 못했던 관계적 기능을 충족시켜주었고, 소비자들은

기업의 광고보다 네트워크상에서 자신과 친밀하게 소통하는 인플루언서

의 콘텐츠를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었다. 즉 소비자는 자신이 즐겨

하는 SNS에서 직접 경험하거나 관계를 형성한 인플루언서를 기업보다

영향력 있는 정보 전달자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소셜 네트워크

내의 정보원이자 트렌드 형성자인 인플루언서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루언서의 어떠한 속성이 소비자의 긍정적인 반

응을 이끄는지에 대해서는 학술적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연구자는 SNS 패션 인플루언서의 평가 속성에 따른 소비자의

반응과 행동의도를 확인하는 연구가 시의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패션 분야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의 경우, 각종 SNS나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일상 스타일을 공유하고 그에 따른 제품 정보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패션 인플루언서는 자신의 취향을 반영한 패션 제품 등을 SNS

상에서 홍보 및 판매하며 젊은 여성 소비자들의 패션 제품 구매에 실질

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대상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때 패션 인플루언서를 평가할 수 있는 여러 속성들 중에서도 진정

성을 오늘날 소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가 속성으로 간주하여, 패션

인플루언서 진정성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SNS는 기존의 채널들

보다 정보의 파급력이 뛰어나며 확산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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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상업적이고 과장된 정보들이 난무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

다. 따라서 SNS에서 콘텐츠를 제작 및 공유하는 역할을 하는 인플루언

서의 진정성은 현대의 소비자에게 중요한 평가 속성이 될 것이라 예상하

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소비자가 지각한 패션 인플루언서의 진정성

이 팬쉽이라는 감정을 매개하여 관계유지의도 및 제품구매의도로 이어지

는 경로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진정성 외에 인플루언서의 중요한

평가 속성인 매력성의 효과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문제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

였다. 설문조사는 오프라인 환경에서 이루어졌으며, 설문 참여자에게

SNS 패션 인플루언서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특징을 전달하였다. 설문

참여자는 전달 받은 SNS 패션 인플루언서의 기준에 충족하면서도 평소

즐겨보는 여성 패션 인플루언서를 연상하도록 요청받았다. 그들은 실제

로 해당 인플루언서의 계정에 접속하여 몇 분간 피드를 관찰하였다. 이

과정이 종료된 후, 설문 참여자는 해당 인플루언서에 대해 지각하는 진

정성, 매력성, 팬쉽 등을 측정하는 문항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SNS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젊은 여성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므로, 그들과 성별이 동일하고

연령대가 유사한 2-30대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행하였다. 최종

분석에는 176부의 자료가 사용되었으며, 수집된 응답 자료의 분석을 통

해 도출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정성의 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두 가지 하위 속성으로 진실성

과 전문성을 제시하였으며, 각 하위 속성이 팬쉽과 소비자 행동의도에

각각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소비자가 지각한 인플루언서의 진실

성과 전문성이 팬쉽이라는 감정 변수를 매개하여 관계유지의도 및 제품

구매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과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모형 분석 결과, 진실성은 팬쉽과 관계

유지의도, 제품구매의도에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성의 경우 팬쉽과 관계유지의도에는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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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지만 제품구매의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진정성을 이루고 있는 하위 속성들 중에서도 진실성과 전문성

이 소비자의 감정과 행동 반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의미

한다. 특히 진실성은 전문성과는 달리 소비자의 제품구매의도에도 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속성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인스

타그램과 같은 SNS에서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지나치게 인위적이거나

꾸며진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플루언서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즉, 소비자는 패션 인플루언서가 가지고 있는 차

별성이나 전문성뿐만 아니라, 인플루언서의 콘텐츠가 믿을 수 있으며 늘

진실 된 태도로 대중들과 소통한다고 느낄 때 실제로 제품을 구매할 의

사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문제 1 검증을 통해 여러 선행

연구에서 밝힌 것과 같이 정보 전달자에 대해 진정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그들에 대한 소비자의 팬쉽이 형성되고, 이는 곧 실질적인 행동의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둘째, 패션 인플루언서 진정성이 팬쉽을 매개하여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심층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SPSS Macro Process 분석을 실시

하였다. Process 분석 결과, 진정성의 두 가지 하위 속성인 진실성과 전

문성 모두 팬쉽을 부분적으로 매개하여 행동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패션 인플루언서의 진정성이 팬쉽과 소비자

행동의도에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지만, 팬쉽을 매개로 할 때 소비자

행동의도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소비자가 인플

루언서에 대해 진실성과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지각할 때 진정성을 느끼

게 되고, 이는 곧 인플루언서에 대한 열정과 충성심으로 이어지게 된다.

팬쉽은 단순한 선호도가 아닌 특정 대상에 대해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

으로 열광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인플루언서에 대한 팬쉽은 소비자의 긍

정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주요한 선행 변수인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인플루언서 진정성 외에 또 다른 평가 속성으로서 매력성

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때 매력성을 사회적 매력성과 육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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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성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인플루언서 매력성이 팬쉽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나아가 인플루언서 진정성이 팬쉽에 미치는

영향력이 인플루언서의 매력성 수준에 따라 조절되는지 살펴보았다. 일

반적으로 정보 수용자들은 매력성이 높은 정보원에 대해 긍정적 감정을

형성하고 정보원의 매력도가 높을수록 메시지 수용도 증가한다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에 따라, 소비자가 인플루언서의 매력성을 높게 지각할수

록 인플루언서의 진정성이 팬쉽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되는지 매력성의

조절적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인플루

언서 진정성과 팬쉽의 관계에 미치는 매력성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정성(진실성, 전문성)과 매력성(사회적 매력

성, 육체적 매력성)의 상호작용효과가 모두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도출

되었다. 또한 단계적으로 변수를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했을 때, 사회적

매력성과 달리 육체적 매력성이 팬쉽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용자 간의 소통과 공유가 중심이 되는 SNS 채

널에서는 인플루언서의 외적인 아름다움보다도 대중들과의 소통 능력이

나 대인관계, 사회성 등에서 지각되는 사회적 매력성이 오늘날 소비자들

에게 더욱 중요한 평가 속성이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

는 신체적인 매력이나 예쁜 외모가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하는 패션

인플루언서의 경우에도, 시각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인플루언서의 SNS 활

동에서 나타나는 소통 능력이나 콘텐츠 표현 능력 등에서 느껴지는 매력

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연구문제 4의 검증 결과를 통해 매력성이 인플루언서의

중요한 평가 속성임에도 불구하고 진정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작은 속성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인플루언서의 매력성이 팬쉽 형

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소비자가 인플루언서의 진정성

을 높게 평가한 경우에는 매력성을 높게 지각할지라도 팬쉽에 미치는 영

향력의 증가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선행 연

구에서 밝힌 것과 같이 매력성이 중요한 평가 속성이기는 하지만,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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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 결과

가설 1-1
인플루언서 진실성은 팬쉽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가설 1-2
인플루언서 전문성은 팬쉽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가설 2-1
인플루언서 진실성은 관계유지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가설 2-2
인플루언서 진실성은 제품구매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가설 2-3
인플루언서 전문성은 관계유지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가설 2-4
인플루언서 전문성은 제품구매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3-1
인플루언서 진실성은 팬쉽을 매개하여 소비자 

행동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가설 3-2
인플루언서 전문성은 팬쉽을 매개하여 소비자 

행동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가설 4-1
인플루언서 매력성은 팬쉽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가설 4-2
인플루언서 매력성이 높을(낮을)수록 인플루언서 진

정성이 팬쉽에 미치는 효과는 증가(감소)할 것이다.
기각

속성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변수이기 때문에 중요도의 측면에서 상대적

으로 효과가 작은 속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특정

인플루언서에 대한 팬쉽을 형성할 때,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인플루언서

의 매력보다 인플루언서의 콘텐츠나 SNS 활동을 통해 나타나는 진실성

과 전문성을 더욱 중요하게 평가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5-1] 연구가설 검증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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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1. 학문적 시사점

본 연구는 SNS 패션 인플루언서의 진정성이 팬쉽이라는 소비자 감정

을 매개로 하여 관계유지의도 및 제품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

펴보았다. 또한 인플루언서 진정성이 팬쉽에 미치는 영향력이 인플루언

서의 매력성 수준에 따라 조절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학문적 시

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SNS 인플루언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환경에서 정보를 생

산하고 확산시키는 일반인 정보원을 의미하지만 그들을 지칭하는 개념과

특성들을 다룬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인플루언서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들의 어떠한 속성이 소비

자의 감정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연구는 미미한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SNS 패션 인플루언서를 오늘날 패션 산업에

서의 핵심 정보원이자 트렌드 형성자로 바라보고, 이들을 따르는 소비자

의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인플루언서의 게시물이나

SNS 활동을 통해 소비자가 지각할 수 있는 속성들의 영향력을 살펴봄

으로써, 시의성 있는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데에 학술적 의의가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패션 인플루언서의 평가 속성으로 진정성(진실성,

전문성)과 매력성(사회적 매력성, 육체적 매력성)을 제시하였다. 진정성

의 경우 선행 연구들마다 취급하는 하위 속성들이 다르고, 학문 분야에

따라서도 진정성의 개념이 상이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

존에 여러 측면에서 다루어진 진정성의 개념을 재정리하여, SNS 인플루

언서 맥락에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진정성의 개념을 구성하였다. 진정

성을 측정하는 다양한 하위 속성들 중에서도 정보를 형성 및 전달한다는

관점에서 인플루언서의 진정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진실성과 전문성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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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두 축을 제안하였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은 매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얼굴 매력성이나 나와의 심리적인 거리감을 반영하는 친밀성, 유사성, 호

감성 등에 따라 매력성을 평가하였다. 반면 본 연구는 SNS라는 채널의

특성을 반영하고자 인플루언서의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표현 방식, 대중

들과의 소통 능력 등을 통해 지각되는 사회적 매력성을 새롭게 적용하여

이 분야의 연구범위를 확장시켰다는 학술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빈번하게 다루

어져 온 팬쉽이라는 개념을 매개변수로 사용하여, 팬쉽이 소비자의 행동

의도를 예측하는 강력한 변수임을 밝혔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팬쉽은

대상에 대한 단순한 애착이나 선호가 아닌 인지, 감정, 행동적 차원의 충

성심을 뜻하는 개념으로, 이를 인플루언서에 새롭게 적용하여 인플루언

서에 대한 팬쉽이 패션 제품 소비자의 적극적인 구매행동의도를 이끄는

중요한 선행 변인임을 밝혔다는 데에 학술적 의의가 있다.

2. 실무적 시사점

최근 많은 패션 브랜드와 기업들은 SNS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관심

을 이끌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소비자에게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인플루언서의 속성들을 규명

하고, 나아가 인플루언서에 대한 소비자의 팬쉽을 형성할 수 있는 방향

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허위 정보와 상업적인 광고들이 난무하는 소셜 미디

어 시대에 패션 인플루언서의 진정성이 다른 요인들보다 소비자 구매결

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평가 속성임을 밝혔다. 이때 진정성이란,

인플루언서가 상업적 동기보다 자신의 내면의 생각 및 태도에 일치하는

방향의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소비자가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따라

서 소비자가 인플루언서의 진정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도록 인플루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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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믿을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진실된 태도로 소통해야

할 것이며, 다른 인플루언서와는 구별된 자신만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별화를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인플루언서의 진정성과 매력성 모두 소비자의 팬쉽을

형성하는 중요한 속성인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플루언

서의 진실성, 전문성, 사회적 매력성, 육체적 매력성 순으로 팬쉽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정성의 하위 속성인 진실성과 전

문성의 경우 관계유지의도와 제품구매의도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

면, 사회적 매력성과 육체적 매력성은 소비자 행동의도에는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늘날 소비자가 SNS에서 제

품 판매를 목적으로 지나치게 인위적이거나 꾸며진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플루언서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기 때문에, 인플루언서의 진정

성 있는 콘텐츠 전달과 소통은 소비자의 구매행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활용하고자 하는

실무자들은 인플루언서의 진정성이 실제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경험을 기반으로 한 진정성 있는 스토

리 전달을 위해 구체적인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플루언서에 대한 소비자의 팬쉽은 인플루언서와의 관계

유지의도 뿐만 아니라 실제 제품구매의도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중

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팬쉽이 있는 소비자들은 자신의 시간과 물질

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실무자들은 팬쉽이 있는

팔로워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보

았을 때, 팬쉽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인플루언서와는 확실히 구별되는

자신만의 색깔을 가지고, 상업적인 동기보다는 솔직하고 진실한 모습을

대중들에게 노출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오늘날 소비자들은 인플루언서

의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SNS에서 보여지는 인플루언서의 소통 능력이

나 사회성에 더욱 매력을 느끼므로, 팔로워들과의 활발한 소통과 적극적

인 관계 맺기 또한 팬쉽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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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 제언

앞서 실증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본 절에서는 연구가 지닌 제한점에

대해 설명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설문조사 진행 시 설문 참여자에게 평소 즐겨보는 여

성 패션 인플루언서를 연상하도록 요청하였다. 그 후 본인이 연상한 인

플루언서의 진정성과 매력성, 팬쉽 등을 측정하는 문항에 순차적으로 응

답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설문 참여자별로 떠올린 인플루언서가 매

우 상이하고, 선정 기준이 완벽하게 통제되지 않았다는 점을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들 수 있다. SNS 상에서는 다양한 성격의 인플루언서가 존

재하기 때문에 이를 다 통제하는 것이 외적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

여 위와 같이 설문을 진행하였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팔로워 수, 자체 웹

사이트 보유 유무 등 인플루언서의 선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는 진정성이 팬쉽을 매개로 하여 소비자 행동의도에 미

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팬쉽은 개인이 느끼는 감정에 해당하지만, 특

정 대상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애착을 가지고 자신의 시간과 돈을 투자

하는 등의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 차원을 아우르는 복합적인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방법의 한계로 인해 단일 차원으로 팬쉽을 측정하였

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팬쉽의 차원을 세분화하여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팬쉽은 대상에 대한

헌신적이고 광적인 행동을 불러일으킨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팬쉽에

의한 소비자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심층 인터뷰와 같은 질

적 연구를 병행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팬쉽을 매개변수가 아닌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패션 인플루언서나 패션 브랜드에 대한 팬쉽에 영

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들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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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인플루언서의 평가 속성으로 진정성과 매력성

의 효과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광고 모델이

나 유명인을 평가할 때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속성들이지만, 이 외에도

다양한 속성들의 효과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기

존의 연구들에서 다루어진 신뢰성이나 차별성 등 인플루언서의 자산을

측정할 수 있는 여러 속성들을 추가적으로 살펴볼 것을 제안한다. 그러

나 진정성과 같이 연구 분야에 따라 그 개념을 이루고 있는 하위 속성이

상이하며 속성들 간의 개념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

에, 하나의 평가 속성이 가진 독립적인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충분

한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연구의 목적에 맞는 평가 속성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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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increasing use of mobile, people can get information

through social media. As social media grew, a small number of

people who became famous on social networks became the core

source of information. Fashion Influencer refers to a human

information source not only shares its fashion style and information

but also sells fashion products through online communities or SNS.

Recently, many fashion companies have been focusing on influencer

marketing, because consumers came to believe in influencer's

contents more than commercials. However, despite the increasing

interest in influencers, there has not been enough academic research

on what attributes of influencers lead to positive consumer responses.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SNS fashion influencer’s

authenticity by considering authenticity as an evaluation attribute that

consumers consider important today. Specifically, this study iden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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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perceived authenticity on the relationship maintenance

intention and product purchase intention through mediating fanship.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attractiveness as an

important attribute of fashion influencer.

The researcher conducted a survey in an offline environment to

demonstrate the research hypothesis. Questionnaires were limited to

20-30s women, becaus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the young women fashion influencers on SNS. Firstly, the

researcher delivered the exact concep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SNS

fashion influencers to the survey participants. The survey participants

were asked to remind one of the female fashion influencers, and they

observed the influencer’s Instagram account for a few minutes. After

the process was completed, the questionnaire responded to questions

that measure the authenticity, attractiveness, and fanship of the

influencer. 176 data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and the collected

responses were analyzed using the AMOS 18.0 and SPSS 23.0.

First, honesty and expertise are proposed as sub-attributes that

constitute the concept of authenticity. Through structural model

analysis, the effects of honesty and expertise on consumer behavior

intention were verified. The results showed that honesty has a

positive effect on fanship, relationship maintenance intention and

product purchase intention. Expertise has a direct effect on fanship

and relationship maintenance intention, but does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product purchase intention. Also, it was revealed that

fanship is a major precedence factor that influences relationship

maintenance intention and product purchase intention positively.

Secon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fanship, this study

conducted SPSS Macro Process Analysis. As mentioned above,

honesty and expertise have a positive effect on consumer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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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ntion by mediating fanship partially. Compared the effect

coefficients of the path model, expertise has a greater effect on

fanship than honesty. However, honesty has a greater effect on

consumer behavior intention than expertise.

Third,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influencer's social

attractiveness and physical attractiveness on fanship. Furthermore, the

researcher verified whether the relationship between authenticity and

fanship changes depending on the level of attractiveness. As a result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both social attractiveness and

physical attractivenes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fanship. However,

all of the interaction effects between authenticity and attractiveness

were not significant. Also, unlike authenticity, attractiveness has no

direct effect on consumer behavior intention.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d the effect of fashion influencer’s

authenticity on fanship and consumer behavior intention. This study

verified that authenticity is an important attribute of consumers'

actual purchasing behavior. Therefore, in order for consumers to

perceive the authenticity of fashion influencers, fashion influencers

must provide reliable contents and communicate truthfully with their

followers. Also, fashion influencers ensure that they have their own

expertise and taste that are distinct from other influencers. Also,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fanship is used as a mediate variable to

verify that fanship leads to consumers' cognitive, emotional, and

behavioral loyalty.

keywords : SNS Fashion Influencer, Authenticity,

Attractiveness, Influencer Fanship, Consumer Behavior Intention

Student Number : 2016-2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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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  항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⑦ 매우 그렇다

1

나는 남들이 따라할 수 없는 나만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내가 가진 여

러 가지 패션제품을 함께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가끔씩 좀 더 독특한 나만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특이한 옷

이나 브랜드를 구매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부록] 실증적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

Q1. 귀하는 인스타그램의 계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Q2. 귀하의 하루 평균 인스타그램 이용 시간(누적)을 기입해주십시오. (ex. 30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Q3. 귀하의 인스타그램 사용 기간을 기입해주십시오. (ex. 1년 미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Q4. 다음은 귀하가 패션 및 패션 제품에 대해 가지고 있는 평소 성향을 측정하

기 위한 문항입니다. 잘 읽고 해당하는 곳에 체크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귀한 시간 내어 설문에 응해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조사는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는 패션 인플루언서(Influncer)에 관한 연구입니다. 

귀하께서 답해 주시는 내용은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이용될 것이오니, 각 문항에 

빠짐없이 성의 있게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설문 내용은 통계적 분석을 위해서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

으로 결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최대 15분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설문에 참여해주신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 9월

연구자 : 김우빈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석사과정 패션마케팅연구실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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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는 독창적인 것을 좋아하기 때문

에, 기성제품에도 좀 더 특색 있는 

옷을 찾으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③ ④ ⑤ ⑥ ⑦②①

나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산다고 알

려진 옷이나 브랜드를 사지 않으려

고 노력한다

4

⑤④ ⑥ ⑦③②①

나는 내가 샀던 옷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이 되면 그 옷을 입지 

않는다

5

⑤④ ⑥ ⑦③②①

나는 보통의 사람들이 기존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옷이나 브랜드는 기

피한다

6

⑤④ ⑥ ⑦③②①

내가 상황에 맞지 않은 옷을 입었다

고 다른 사람이 말해주어도, 계속해

서 나의 스타일을 유지할 것이다

7

번호 문  항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⑦ 매우 그렇다

1 패션은 나에게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패션은 나에게 매우 의미가 있는 대

상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패션이 나에게 주는 가치는 크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패션과 관련된 것에 관심이 많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패션을 통해 나의 미적 센스를 표현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5. 다음은 귀하의 패션 관여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잘 읽고 해당하는 

곳에 체크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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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아래의 설명을 꼼꼼하게 읽어주신 후에 문항에 응답 부탁드립니다.  

   

* SNS 패션 인플루언서란?  

최근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 미디어에서 보통의 일반인들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많은 팔로워(follower)를 확보하고 있는 '일반인 인플루언서'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패션 인플루언서란 인스타그램에서 "많은 팔

로워를 보유하고 자신의 패션 스타일, 셀카, 라이프 스타일을 공개하며 패션 제

품을 판매하기도 하는 일반인 정보원"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감성으로 

인스타그램을 통해 개인의 일상을 공개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팔로워들을 대상

으로 신발, 가방, 의류, 악세사리 등의 패션제품을 판매하며 대중들과 적극적으

로 소통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Q7. SNS 패션 인플루언서에 대한 위의 내용을 꼼꼼하게 읽으셨다면 3번에 체

크해주십시오.

①    ②    ③    ④   

Q8. 귀하는 현재 팔로우(follow)하는 패션 인플루언서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Q9. 귀하가 팔로우하는 패션 인플루언서의 수를 대략적으로 기입해주십시오. 

(ex. 약 8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Q10. 귀하는 인스타그램이나 포스팅에 연결된 링크를 통해 패션 제품을 구입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Q11. 설문을 위한 사전응답이 종료되었습니다.   

* 귀하는 손을 들어 연구자를 호출하시고 이후 단계에 대한 설명을 직접 들으

신 후에 다음 설문을 이어가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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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  항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⑦ 매우 그렇다

1
그녀가 제공하는 정보는 파급력이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그녀가 제공하는 정보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그녀가 제공하는 정보는 나에게 도

움이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그녀는 다른 사람들보다 영향력이 

클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번호 문  항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⑦ 매우 그렇다

1
나는 이 인플루언서에게 호감이 간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이 인플루언서에게 흥미가 있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이 인플루언서에게 애정이 간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이 인플루언서에게 긍정적이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번호 문  항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⑦ 매우 그렇다

1
나는 이 인플루언서의 피드를 자주 

살펴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12. 다음은 해당 패션 인플루언서에 대해 귀하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측정하는 문항입니다. 잘 읽고 해당하는 곳에 체크해주십시오. 

Q13. 다음은 해당 패션 인플루언서에 대해 귀하가 평소에 느끼고 있는 선호도

를 측정하는 문항입니다. 잘 읽고 해당하는 곳에 체크해주십시오. 

Q14. 다음은 해당 패션 인플루언서와 계정에 대해 귀하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잘 읽고 해당하는 곳에 체크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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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는 이 인플루언서에 대한 정보에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⑥⑤ ⑦④③②①
나는 이 인플루언서에 대해 열정이 

있다
3

⑥⑤ ⑦④③②①
다른 친구들은 나를 이 인플루언서

의 열성적인 팔로워라고 생각한다
4

⑥⑤ ⑦④③②①
나는 최소 하루에 한 번 이상 이 

인플루언서의 계정을 구경한다
5

⑥⑤ ⑦④③②①
나는 이 인플루언서의 라이프스타

일에 대해 잘 알고 있다
6

⑥⑤ ⑦④③②①
나는 이 인플루언서의 패션 스타일

에 대해 잘 알고 있다
7

⑥⑤ ⑦④③②①
나는 이 인플루언서의 주변 지인들

의 게정을 알고 있다
8

⑥⑤ ⑦④③②①
나는 이 인플루언서가 판매하는 제

품들을 주의 깊게 살펴본다
9

⑥⑤ ⑦④③②①
나는 이 인플루언서의 포스팅에 자

주 댓글을 작성한다
10

⑥⑤ ⑦④③②①
나는 이 인플루언서의 포스팅에 자

주 좋아요를 누른다
11

⑥⑤ ⑦④③②①
나는 이 인플루언서가 추천하는 패

션 코디를 따라해보고 싶다
12

⑥⑤ ⑦④③②①
나는 이 인플루언서의 평소 스타일

을 따라할 의향이 있다
13

⑥⑤ ⑦② ③ ④14
나는 이 인플루언서가 오프라인 매

장이 있다면 방문할 의향이 있다
①

⑥⑤ ⑦④③②①
나는 이 인플루언서가 사용하는 제

품 정보를 (ex. 화장품) 검색해본다
15

⑥⑤ ⑦④③②①
나는 이 인플루언서의 팔로워 수, 

좋아요 수가 증가하면 기분이 좋다
16

⑥⑤ ⑦④③②①
나는 이 인플루언서의 사업이 성공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17

⑥⑤ ⑦④③②①
나는 이 인플루언서처럼 되고 싶다

는 생각을 한다
18

⑥⑤ ⑦④③②①
나는 이 인플루언서를 존경하는 마

음이 있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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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  항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⑦ 매우 그렇다

1
그녀는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콘텐

츠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그녀는 팔로워들이 선호하는 스타

일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그녀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독창

적인 콘텐츠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그녀는 아름다움과 미에 대한 동기

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그녀는 새로운 패션 트렌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그녀는 패션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그녀는 패션 코디나 연출 능력이 

뛰어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그녀는 자신의 일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그녀는 일의 전문성을 위해 항상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그녀가 제공하는 포스팅은 항상 일

관성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그녀는 항상 일관된 이미지를 보여

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그녀가 제공하는 포스팅의 사진과 

글은 연관성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그녀는 항상 일관성 있게 제품 설

명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그녀가 제공하는 포스팅의 내용은 

믿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그녀가 제공하는 포스팅의 내용은 

정확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6
그녀가 제공하는 포스팅의 내용은 

비상업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15. 다음은 해당 패션 인플루언서에 대해 귀하가 느끼고 있는 진정성을 측정

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잘 읽고 해당하는 곳에 체크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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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그녀가 제공하는 포스팅의 내용은 

사실 자체를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⑤④ ⑥ ⑦③②①
그녀가 제공하는 포스팅의 내용은 

언행이 일치한다
18

⑤④ ⑥ ⑦③②①
그녀는 포스팅을 통해 진실되게 이

야기한다
19

⑤④ ⑥ ⑦③②①
그녀는 포스팅을 통해 솔직하게 이

야기한다
20

번호 문  항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⑦ 매우 그렇다

1 그녀는 친화력이 뛰어난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그녀는 유머감각이 뛰어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그녀는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내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그녀는 말솜씨가 뛰어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그녀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그녀는 표현력이 뛰어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그녀는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고 싶

게 만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그녀의 얼굴은 여성미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그녀의 얼굴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평균 이상의 수준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그녀는 예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그녀의 얼굴은 균형이 잘 맞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그녀의 얼굴은 매력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16. 다음은 해당 패션 인플루언서에 대해 귀하가 느끼고 있는 매력성을 측정

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잘 읽고 해당하는 곳에 체크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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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그녀는 매력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그녀는 세련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그녀는 인생에 대한 도전정신이 강

해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6
그녀의 삶은 다채로운 이야기가 있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7 그녀의 삶은 다양한 스토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8
그녀는 인생에 대한 목표의식이 뚜

렷해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9
그녀의 라이프스타일은 좋은 화젯

거리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0
그녀의 라이프스타일은 활기차고 

긍정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번호 문  항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⑦ 매우 그렇다

1
앞으로도 이 인플루언서의 피드를 

지속적으로 보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앞으로도 이 인플루언서를 계속 팔

로우 할 계획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이 인플루언서가 제공하는 정

보를 지속적으로 받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다른 사람이 패션 정보에 대한 조

언을 구한다면 이 인플루언서를 추

천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17. 다음은 해당 패션 인플루언서에 대한 귀하의 관계유지의도 및 추천의도를 

측정하는 문항입니다. 잘 읽고 해당하는 곳에 체크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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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친한 지인들에게 이 인플루언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지인에게 이 인플루언서가 판매하

는 제품을 추천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번호 문  항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⑦ 매우 그렇다

1
인플루언서가 평소 판매하는 제품

을 구매할 마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인플루언서가 평소 판매하는 제품

을 구매할 확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인플루언서가 판매하는 제품이 다

소 비쌀 지라도 구매할 생각이 있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구매 상황 시 인플루언서가 파는 

제품을 고려할 생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18. 다음은 해당 패션 인플루언서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귀하의 구매의도를 

측정하는 문항입니다. 잘 읽고 해당하는 곳에 체크해주십시오. 

Q19. 귀하의 연령을 기입해주십시오. (ex. 만 21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Q20. 귀하의 최종 학력에 체크해주십시오.

① 고등학교 졸업

② 대학교 재학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재학

⑤ 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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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1. 귀하의 직업에 체크해주십시오.

① 학생

② 주부

③ 자영업

④ 서비스업

⑤ 사무직

⑥ 공무원

⑦ 무직

Q22. 귀하의 월 평균 소득(가계 기준)에 체크해주십시오.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③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④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⑤ 400만원 이상

☺ 이상으로 설문이 종료되었습니다.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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