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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미디어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료로 동영상을 공유 및 시청할 수 있는 유

튜브 플랫폼은 강력한 미디어로 자리잡았다. 자신의 채널을 개설하고 영상

을 업로드하는 사람을 크리에이터라고 하며, 크리에이터는 자신이 업로드한 

영상 중간에 노출되는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영상의 조회 수는 곧 

크리에이터의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크리에이터들은 영상의 조회 수를 높

이기 위하여 화제성 영상을 제작하기도 하는데, 패션 관련 주제를 다루는 

크리에이터에게 있어서 명품 하울 영상이 대표적인 화제성 영상이라 하겠다. 

그러나 시청자들이 명품 하울 영상의 어떤 부분으로부터 해당 영상의 채널

을 구독하게 되는지에 대한 시청자 내적 알고리즘은 베일에 감싸여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명품 하울 영상 크리에이터의 커뮤니케이션에 초점을 

두고 시청자들이 크리에이터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특성으로부터 명품 하울 

영상 콘텐츠 속성을 지각하는지 확인하고 나아가 구독의도와 해당 영상에 

노출된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상정하였다. 첫째, 

유튜브 명품 하울 영상 크리에이터의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전문성, 주장 설

득력, 감정이입)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신체언어, 의사언어, 신체외형)이 

시청자가 지각하는 콘텐츠 정보 속성(유희성, 정보성, 신뢰성)에 미치는 효

과를 알아본다. 둘째, 시청자가 지각하는 콘텐츠 정보 속성(유희성, 정보성, 

신뢰성)이 해당 채널에 대한 구독의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다. 셋째, 크리에이터의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조절할 것이라 예상되는 패션 

관여도와 명품 관여도의 조절효과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넷째, 인공 신경

망 분석을 통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는데 있어 언어적·비언어적 커뮤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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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 요소의 중요도를 계산하여, 크리에이터가 영상 제작 시에 중점을 둬야

하는 커뮤니케이션 요소를 밝히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 문제를 실증적으로 검정하기 위하여 20~30대 한국인 여성

을 대상으로 유튜브 상에 업로드되어 있는 실제 명품 하울 영상 3개 중 1

개에 무작위로 노출 시킨 후 설문을 진행하였다. 총 337명의 표본으로부터 

응답을 수집하였고, 모든 응답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문제에 대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크리에이터의 언어적·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시청자가 지각하는 

영상 콘텐츠 정보 속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유희성에 있어 감정

이입과 신체외형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성의 경

우, 전문성, 감정이입, 신체언어, 의사언어가 유의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신뢰성에 대하여 전문성, 신체언어, 의사언어, 신체외형이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주장 설

득력은 지각된 콘텐츠 정보 속성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둘째, 지각된 콘텐츠 정보 속성이 채널의 구독의도와 명품 하울 영상에서 

소개된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정보성을 제외

한 유희성과 신뢰성이 구독의도에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구매

의도의 경우, 지각된 콘텐츠 정보 속성의 3가지 요소가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크리에이터의 커뮤니케이션 효과와 지각된 콘텐츠 정보 속성 간의 관

계에서 패션 관여도와 명품 관여도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패션 관

여도의 경우, 정보성과 신뢰성에서만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신체언어-정보성, 의사언어-정보성, 신체언어-신뢰성, 신체외

형-신뢰성 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품 관여도

의 경우, 패션 관여도와 달리 유희성에서만 조절효과가 나타났는데,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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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성, 주장 설득력-유희성, 의사언어-유희성 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

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크리에이터의 커뮤니케이션 특성과 구독의도 간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는 인공 신경망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구성한 신경망 모형에서 각 

커뮤니케이션 요소의 중요도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구독을 하는데 있어서 

각 변수의 중요도는 감정이입>주장 설득력>신체언어>의사언어>신체외형>전

문성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아직까지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유튜브 명품 하울 영

상 맥락에서 연구가 이루어 졌다는 점,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시청자 간의 

상호작용을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통해 해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명품 하울 영상 크리에이터의 커뮤니케이션 특성을 언어적 커뮤니케

이션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으로 구성하여 각 커뮤니케이션 요소로부터 

시청자의 유튜브 채널 구독의도와 영상에 등장한 제품의 구매의도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이해하는데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채널의 구

독자를 늘리고 싶어하는 명품 하울 크리에이터는 물론, 명품 제품을 협찬하

는 브랜드 모두에게 각자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략 수립에 본 연

구 결과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명품 하울, 언어적·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구독의도 

학  번 : 2018-2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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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스마트폰의 보급과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든 디지

털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 기술의 발달은 같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의 정보를 전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처음에는 문자

(텍스트) 위주의 전송이 이루어졌으나, 기술의 발달로 그림(이미지)까지 전

달할 수 있게 되었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미지를 넘어 동영상까지 손쉽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이하림, 유홍식, 2017).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과 

같은 미디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람들은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선점하기 

위한 새로운 정보 소비 패턴을 보이고 있다. 2007년 미국의 IT 전문 잡지 

Wired는 스낵을 먹듯이 쉽고 빠르게 소비되는 포맷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예측하며 이것을 스낵컬처라고 명명하였다(Nancy, 2007). 이와 같은 다양

한 기술적, 사회적 요인은 짧은 동영상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으며, 이에 

발맞춰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YouTube) 플랫폼의 성장이 가속화되었다.  

유튜브는 간단한 가입 절차만으로도 자신의 채널을 만들고 콘텐츠를 업

로드할 수 있는 무료 동영상 공유 사이트(플랫폼)이다(조인희, 윤여광, 

2013). 자신의 채널을 만들고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사람을 크리에이터

(creator)라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크리에이터라는 단어보다는 유튜버라는 

명칭이 더 보편적이다. 유튜브 시청자들은 본인이 지속적으로 시청하고자 

하는 크리에이터의 채널을 구독하는데, 채널을 구독하면 해당 채널에 새로 

게시되는 동영상이 구독 피드(새로운 소식)에 표시된다. 크리에이터에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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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수는 크리에이터의 수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구독자 수는 해당 

채널 혹은 해당 크리에이터의 인지도 및 힘을 의미한다. 크리에이터에게 자

신의 채널 구독자 수를 늘리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크리에이터들은 단순 

화제성 영상을 제작하기도 한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명품 하울 영상이다. 

명품 하울 영상이란 크리에이터가 명품 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제품 구

매를 인증하는 것에서 나아가 구독자들과 함께 뜯어보면서 직접 구매하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영상을 의미한다(권희은, 2018). 실제로 명품 하

울 영상의 조회 수는 다른 패션 관련 영상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서

창완, 2018). 하지만 이런 명품 하울 영상은 몇몇 시청자들에게 오히려 과

소비를 조장한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며(김희윤, 2019), 크리에이

터들은 명품 하울 영상을 통해 유입된 많은 시청자를 자신의 구독자로 만들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크리에이터는 명품 하울 영상을 통해 유입된 시청자를 자신 채널의 

구독자로 만들기 위하여 선험적으로 알고 있는 요소에 집중하고 있다. 김이

삭과 이규혜(2017)는 패션 SNS(Social Network Service) 인플루언서

(influencer)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하였고, 인플루언서의 셀프 브랜딩

(self-branding) 노력을 6가지 차원으로 정리하였다. 먼저 패션 트렌드 분

석, 패션 칼럼 읽기를 통해 패션 전문 지식을 익히며(전문지식 탐구), 빅데

이터 키워드를 바탕으로 화제성이 높은 이슈 위주로 게시물을 업로드하고

(플랫폼 로직 활용),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위하여 글쓰기 훈련, 발성 훈련, 

영상 편집 기술 습득의 노력도 한다고 하였다(콘텐츠 품질 향상). 또한 

SNS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 또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몸매 관리에

도 신경을 쓰며(자기 관리), 마지막으로 자신을 특징적으로 드러내기 위하

여 말투나 문체도 신경 쓰는 한편 과도한 마케팅을 줄이려고 노력한다고 하

였다(신뢰와 진정성). 이상 인플루언서의 셀프 브랜딩을 위한 6가지 노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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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SNS

라는 미디어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자신의 계정을 

팔로우(follow)하게끔 유도하는 것이다. 이는 유튜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

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자신의 영상에서 어떤 메시지를 시청자에게 효과

적으로 전달하여야만이 그들을 자신 채널의 구독자로 만들 수 있다. 그러나 

크리에이터의 어떤 노력이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도록 돕는지는 실증

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으며, 인플루언서는 자신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부

분에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강력해진 유튜브라는 미디어에서 메시지의 효과적 전달을 통

해 시청자를 설득해야 한다는 일련의 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 커뮤니케이

션 이론은 적절한 이론적 틀을 제공해 준다. 커뮤니케이션 이론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간 커뮤니케이션을 설명하는 ‘대인 커뮤니케이션’은 물론, 

다양한 인쇄, 영상 매체에서 메시지 전달의 효과를 다룬 ‘미디어 커뮤니케

이션’, 상대방 설득에 있어서 설득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설득 커뮤니케이

션’, 온라인 댓글, 리뷰 등을 다룬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맥락, 매체, 상황에서 연구 대상으로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강력한 미

디어로 떠오르고 있는 유튜브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적 고찰이 적을뿐더러, 

더욱이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기에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바탕으로 유튜브 명품 하울 영상을 이해하는데 본 연

구에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유튜브 명품 하울 영상 크리에이

터의 언어적·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시청자로 하여금 영상 콘텐츠에 대

한 어떤 유익함을 느끼게 하여 해당 채널에 대한 구독과 영상에서 소개된 

제품의 구매의도로 이어지는 지를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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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튜브 명품 하울 영상 크리에이터

의 커뮤니케이션이 시청자가 지각하는 영상 콘텐츠 정보 속성에 미치는 영

향력을 실증적으로 검정하고자 한다. 특히 크리에이터의 커뮤니케이션을 언

어적·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으로 구분하여, 커뮤니케이션 별로 영상 콘텐

츠 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나아가 결과를 

바탕으로 유튜브 시청자가 명품 하울 영상에서 중요시하는 콘텐츠 속성 또

한 밝힐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둘째, 시청자가 영상을 통해 지각하는 콘텐츠 속성으로부터 해당 채널에

대한 구독의도와 영상에 노출된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에 어떤 영향력을 미

치는지 밝히고자 하다. 즉, 유튜브 채널 구독에 영향을 미치는 영상의 콘텐

츠 속성과, 영상에서 소개되는 다양한 명품 제품에 대한 구매욕구를 불러일

으키는 콘텐츠 속성, 이 두 가지를 모두 밝히는 것이다.  

이상의 두 연구 목적을 통해 밝힌 명품 하울 영상 크리에이터의 커뮤니

케이션 특성과 시청자가 지각하는 영상 콘텐츠 속성 간의 관계, 나아가 콘

텐츠 정보 속성과 구독의도/구매의도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크리에이터와 기

업 모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먼저 크리에이터는 자신 채널

의 구독자를 늘리기 위하여 명품 하울 영상 촬영 시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써

야 효과적인지, 혹은 시청자들이 영상으로부터 기대하는 콘텐츠 속성이 무

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튜브 광고를 기획하

는 명품 브랜드에게는 크리에이터가 어떤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경우

에 시청자의 제품 구매의도가 높아지는지 나아가, 영상 콘텐츠의 어떤 속성

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 역시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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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다음 장에서는 유튜브와 명품 하울 영상, 커뮤니케이션 이론, 

언어적·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정보 속성, 구독의도와 구매의도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이어서 연구 방법, 결과 해석, 결론 및 시사점

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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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유튜브와 명품 하울 영상 

 

본 절에서는 유튜브와 명품 하울 영상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다룬다. 먼

저, 유튜브에 대한 개념 및 현황을 살펴보고 다른 연구자들이 어떤 시각으

로 유튜브를 이해하려고 하였는지, 나아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연구들

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명품 하울 영상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해와 다른 패션 관련 하울 영상들에 비해 명품 하울 영상이 

보이는 고유의 특성을 살펴보고, 관련 선행 연구들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다루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에 대한 이해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서술

하였다.  

 

1. 유튜브의 개념 및 현황 

 

유튜브(YouTube)는 간단한 가입 절차만으로도 자신의 콘텐츠를 업로드

하거나, 배포할 뿐만 아니라 공유까지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료 동영

상 공유 사이트(플랫폼)이다(조인희 외., 2013). 2005년 Chad Meredith 

Hurley, Steve Shih Chen, Jawed Karim에 의해 창업된 유튜브는 서비스 개

시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였으며, 2006년에는 타임지 선정 올해의 발

명품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시장 가치가 높아진 유튜브는 같은 해에 

약 1조 5,800억 원에 구글(Google)에 인수되어 구글의 자회사가 되었다. 

웹사이트 통계 조사 기관인 Pingdom에 따르면 유튜브의 월간 순 방문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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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9,000명이며, 이들은 한 달에 14번 정도 유튜브 사이트를 접속하며, 

한 번 방문할 때마다 약 25분가량을 체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인희 외., 

2013). 또한 한국의 대표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NAVER)가 2018년 12월

에 공개한 ‘2018년 네이버 검색어 결산’의 분석 결과 모바일에서 가장 많

이 검색된 단어는 날씨(1위), 유튜브(2위), 구글(3위) 순으로 나타났을 정

도로 유튜브는 강력한 모바일 플랫폼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이수

기, 2018).  

유튜브는 개인에게 일종의 1인 미디어 방송국 형태의 플랫폼을 지원하는

데, 이를 채널(channel)이라 한다. 개인이 생성한 채널에 UGC(User 

Generated Contents)를 업로드하는 사람을 1인 콘텐츠 창작자(Creator/크

리에이터)라 한다. 유튜브 시청자들은 개인이 선호하는 크리에이터의 채널

을 구독(subscription)하게 되는데, 구독은 다음의 두 가지 기능이 있다. 첫

째, 해당 채널에서 새로운 동영상이 업로드될 경우 알림을 받을 수 있다. 

둘째, 해당 채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유튜브 채널명을 통해 검색하여서 들

어가야 하지만, 구독을 할 경우 시청자 개인의 구독 페이지에서 바로 해당 

채널에 접속할 수 있다. 물론 개인이 원하는 경우 구독을 취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구독자 수가 많은 채널의 1인 크리에이터는 ‘유튜브 스타’라고 불리

며, 크리에이터 앞에 구독자의 수를 붙여 크리에이터의 영향력을 간접적으

로 드러내기도 한다. 예를 들어 구독자 수가 100만 명이 넘을 경우 ‘백만

(萬) 크리에이터’, 200만 명이 넘을 경우 ‘2백만 크리에이터’라고 지칭한다. 

유튜브 채널의 광고 수익은 해당 채널을 구독하는 구독자의 수와 직결되

기 때문에 대다수의 크리에이터들은 자신 채널의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하

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크리에이터가 광고로 수익성을 갖게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채널 구독자 수가 1,000명이 넘어야 

하고, 둘째, 지난 1년간 크리에이터가 업로드한 영상의 누적 시청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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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크리에이터는 유

튜브와 자동으로 파트너십을 맺게 된다. 유튜브와 파트너십을 맺은 크리에

이터에게 광고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이 중 45%는 유튜브가 갖게 되고, 

나머지 55%는 크리에이터의 수익이 된다. 크리에이터가 업로드한 영상의 

조회 수가 높을수록 많은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크리에이터는 자신 채널

의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하여 시청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더욱더 유익하

고, 재미있고,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한다(허유선, 2019). 이런 현상은 패

션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터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데, 이를 

잘 보여주는 예가 명품 하울 영상이라 할 수 있다. 

유튜브 사용량의 증가는 산업계는 물론 학계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고, 

많은 연구자들이 유튜브에 대해 다루기 시작하였다. 유튜브 관련 선행연구

는 주로 기존 미디어 맥락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유튜브 환경에 적용하였고, 

이를 통해 유튜브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크게 

유튜브 플랫폼 특성에 대한 연구와 유튜브 사용자 특성에 대한 연구로 나뉜

다.  

먼저 유튜브 플랫폼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초기 연구에서는 

유튜브를 블로그(blog)와 영상(video)이 합쳐진 브이로그(vlog)라고 명명

하여, 텍스트와 이미지 기반의 블로그와 영상 기반의 브이로그의 차이점에 

대해 다루었다. 나아가 기존의 SNS 플랫폼(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과 유튜브 플랫폼의 차이에 대한 연구 또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Voorveld(2018)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 별로 나누어 소셜 미디어 광고의 

효과를 살펴보는가 하면, Smith, Yongjian(2012)은 브랜드 관련 콘텐츠가 

플랫폼별로 어떻게 다른지 연구하기도 하였다.  

유튜브 사용자 특성에 관한 연구 역시 다각도로 이루어졌다. 선행연구를 

살펴보기에 앞서 사용자에 대한 구분이 필요한데, 이는 미디어를 소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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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생산하는 사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Shao(2009)는 미디어 사

용을 크게 소비(consumption), 참가(participation), 생산(production)으로 

구분하였다. 즉, 소비는 미디어의 콘텐츠만 즐기는 경우를 말하며, 참가는 

콘텐츠를 즐김과 동시에 댓글 달기, 좋아요 표시, 동영상 공유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를 말하고, 생산은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Shao(2009)의 구분에 의하면 크리에이터는 생산자에 해당하며, 영상 시청

자는 소비자 혹은 참가자에 해당한다. 물론 이러한 구분은 고정된 것이 아

니라 유동적인 것으로 시청자가 생산자가 될 수도, 생산자가 참가자가 될 

수도 있다.  

유튜브의 사용자 특성에 관한 연구는 주로 시청자에 대한 연구와 크리에

이터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Khan(2017)은 유튜브 참여 동기(정

보탐색, 정보제공, 자기 지위 탐색, 사회적 상호작용, 재미 추구)가 구체적

으로 어떤 참여 행동(좋아요, 싫어요, 댓글 달기, 공유하기, 업로드하기)의 

동인인지 밝혔으며, Dehghani, Niaki, Ramezani, Sali(2016)는 유튜브 광고

에 대해 시청자가 지각하는 유튜브 광고의 재미, 정보, 개인화, 짜증 등이 

광고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유튜브의 유용성을 어떻게 평가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밖에도 유튜브 시청자에 초점을 둔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 시청자가 아닌 크리에이터에 대한 연구도 있긴 하지만 크

리에이터에 대한 시청자의 신뢰(trust), 크리에이터의 보증(endorsement) 

등 다소 표면적인 크리에이터의 특징과 그로 인한 시청자의 반응에 초점을 

두고 있을 뿐(Ananda & Wandebori, 2016; Lee & Watkins, 2016; 

Munnukka, Maity, Reinikainen & Luomaaho, 2019), 콘텐츠 생산자인 크

리에이터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마케팅 관련 

연구가 소비자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처럼, 유튜브 연구 역시 시청자에 대

한 이해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허물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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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비자가 언제든 본인이 원하면 생산자가 될 수 있는 SNS에서 생산자

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나 유튜브 맥락에서 크리에이터의 커

뮤니케이션 특성에 관해 다루는 본 연구는 생산자를 이해하는 데 있어 많은 

이론적, 실무적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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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품 하울 영상 

 

하울(haul)은 ‘세게 끌어 당기거나 차로 나르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이지

만, 유튜브를 중심으로 특정 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이를 품평하는 내

용을 담은 영상 콘텐츠를 지칭하는 말로 그 의미가 확장되었다. 선행연구에

서는 ‘몰 하울 영상(mall haul video)’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젊은 여성

이 패션/뷰티 제품 구매 인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품에 대한 개인의 주

관적 평가를 함께하는 짧은 영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Harnish & Bridges, 

2016). 그러나 이러한 하울 영상에 대한 정의는 리뷰(review)영상과의 구

분을 모호하게 한다. 비즈니스 전문 뉴스 채널인 ValueWalk는 언박싱

(unboxing) 영상과 하울 영상을 구분하였는데, 언박싱 영상은 하나의 제품

을 대상으로 하지만, 하울 영상은 여러 개의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였

다. 또한 언박싱 영상은 주로 장난감, 핸드폰, 컴퓨터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하울 영상은 의류 제품, 할인 제품, 뷰티 제품 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였다. 더불어 리뷰 영상을 다루는 채널에 비해 하울 영상을 다루는 채널

의 영상 조회 수, 구독자 수, 수익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Jacob, 

2018). 이로 말미암아 언박싱 영상과 하울 영상은 리뷰 영상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언박싱 영상에 비해 하울 영상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하울 영상 중에서도 명품 하울 영상에 집중하였는데, 

이는 다른 하울 영상과 구별되는 명품 하울 영상만의 독특한 특징과 명품 

하울 영상의 화제성 때문이다. 일반적인 하울 영상의 경우 할인하는 제품을 

여러 개 구매하거나, 명품에 비해 다소 저렴한 제품을 대상으로 하지만, 명

품 하울 영상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구매하기 쉽지 않은 고액의 명품 제품을 

다룬다(허유선, 2019). 그러다 보니 다른 하울 영상과는 달리 유튜브 명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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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울 영상의 섬네일(미리 보기 사진)은 ‘5000만 원 하울’과 같이 하울 금

액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즉, 시청자에게 있어서 명품 하울 영상

에 노출된 제품의 실질적 구매는 어렵기 때문에 다른 영상과 달리 명품 하

울 영상은 과시성이 강하다는 특징을 보인다(허유선, 2019).  

일반적인 하울 영상과 달리 명품 하울 영상이 최근 갑자기 주목을 받게 

된 이유에는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Jeffree의 명품 하울 영상을 그 시작으

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이가희, 2017). 2016년 9월 미국의 뷰티 크리

에이터 Jeffree는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GUCCI HAUL | Jeffree Star”

란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하였는데, 이 영상에서 Jeffree는 구찌(Gucci) 제

품을 구매하고 품평하였다. 그가 업로드한 명품 하울 영상의 규모와 금액, 

화려함, 방대함은 화제를 불러일으켰으며, 명품 하울 영상은 하나의 패션 

영상 콘텐츠로 자리매김하였다(김희윤, 2019). 다른 영상에 비해 영상 조회 

수가 높은 명품 하울 영상은 크리에이터에게 매우 매력적인 콘텐츠이기 때

문에 많은 패션 관련 크리에이터는 명품 하울 영상을 제작하여 자신의 채널

에 업로드하였다. 하지만, 비슷한 형태와 내용의 명품 하울 영상이 늘어남

에 따라 크리에이터는 본인의 명품 하울 영상 차별화를 위하여 하울 금액을 

늘리고, 제품과 브랜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곁들이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명품 하울이 갖는 특이성과, 화제성에도 불구하고 명품 하울은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명품 하울 영상과 관련된 선행 연구

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명품 하울과 관련된 기존 연구는 명품 

하울 영상이 젊은 여성들의 명품 소비를 조장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

직하지 않다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다(Keats, 2012). Jeffries(2011)는 

하울 영상을 기존에 명품을 다루는 하울 영상과 명품이 아닌 제품 혹은 할

인된 상품 등을 다루는 형태의 하울 영상을 비교함으로써 명품 하울 영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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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저렴한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하울 영상이 젊은 여성들의 소비 생활에 

있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명품 하울 영상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비단 학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뉴스 매체에서 역시 동일하다. 명품 하울 영

상이 보이는 영상 내용의 과시성은 시청자들에게 대리만족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다(서창완, 2018; 오수진, 

2018). 

일부 연구에서는 명품 하울 영상의 사회적 영향력이 아닌 명품 하울 영

상 크리에이터 혹은 영상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였다. Sykes and 

Zimmerman(2014)의 연구에서는 명품 하울 영상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인터뷰하고 그들의 영상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전

문적인 크리에이터와 비전문적인 크리에이터의 특징은 명확히 구별되며, 전

문적인 크리에이터일수록 영상의 품질이 좋고, 상품을 설명하는 와중에도 

카메라를 잘 응시한다고 하였다. 질적 접근을 통해 명품 하울 영상과 영상 

시청자의 특성에 대해 연구한 허유선(2019)에 의하면 시청자는 명품 하울 

영상을 시청하는 데 있어 영상의 오락성과 정보성을 기대하기는 하지만 그

에 앞서 영상 자체의 전달력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시청자가 

지각하는 크리에이터의 속성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의 콘텐츠 소비와 참여

가 일어난다고도 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명품 하울 영상은 

크리에이터에 의한 요소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따

라서 본 연구는 메시지의 효과적 전달이라는 측면에서 크리에이터의 커뮤니

케이션에 초점을 맞추어 명품 하울 영상을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명품 하

울 영상과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질적 방법을 통해 고찰되었기 때문

에 본 연구는 양적 접근을 통해 명품 하울 영상을 이해한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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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커뮤니케이션 

 

1. 커뮤니케이션의 정의 

 

인간은 본능적으로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를 

원한다(윤여광, 조인희, 2014).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 정보 송신자와 

수신자 간의 합의된 커뮤니케이션이 절대적이다. 초기 커뮤니케이션 관련 

연구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을 개인(발신자)의 특정 행동이 다른 사람(수신자)

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으로 정의하였다(Wilson, 1979). 한편, 다른 

연구자들은 커뮤니케이션에서 즉흥적이고 비상징적인 행동은 커뮤니케이션

에서 배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커뮤니케이션은 반드시 사회적으로 공

유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Wiener, Devoe, 

Rubinow & Geller, 1972). 커뮤니케이션을 정의하는 방법은 연구자별로 상

이하지만 개인의 정보와 생각을 타인에게 전달하여 상호작용하는 일련의 과

정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최신혜, 양석준, 김형준, 2016; 

박길자, 2004). 커뮤니케이션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커뮤니케이션은 특

정 행동으로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커뮤니케이션은 정지되어 있는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연속적으로 나타나며, 이 연속성 안에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사람과 정

보를 받는 사람간의 상호 연결되는 행위라는 점이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현대 언론학의 시조라 불리는 Lasswell(1948)은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Source(송신자) - Message(메시지) - Channel(미디어) - Receiver(수용

자) - Effect(효과) 모델(이하 SMCRE 모델)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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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RE 모델은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커뮤니케이션 

학문의 기틀이 되는 이론이다(양승목, 2005). 하지만 SMCRE 모델은 커뮤

니케이션을 일방향으로 가정하였고 잡음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

를 가진다. 그 이후 Shannon and Weaver(1949)는 커뮤니케이션의 수학적 

접근을 통해 기존 SMCRE에 잡음(noise)이라는 요소를 추가하였다. 잡음

이란 커뮤니케이션에서 송신자가 의도한 메시지가 수신자에게 전달될 때 그 

의미가 왜곡되거나 일부 손실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커뮤니케이션은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향이라기보다는 양방향으로 설명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Weiner(1948)는 여기에 착안하여 기존의 SMCRE 

모델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송신자와 수신자 간의 피드백(feedback)을 고

려한 상호작용(interactive)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제안하였다. (<그림 2-1> 

참고) 

 

 

 

 

 

<그림 2-1> Shannon (1948)의 상호작용 커뮤니케이션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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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모델은 단순 면 대 면 상황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에 적용되어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 효과를 분석하는 도

구로서 사용되어 왔고, 이는 동영상 미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유튜브 맥락에

도 적용 가능하다. 크리에이터(송신자)는 본인의 유튜브 채널(미디어)에 영

상을 업로드하고, 시청자(수신자)는 영상(메시지)을 시청한다. 영상은 시청

자들에게 특정한 반응(효과)을 불러일으키고, 이 때의 반응은 크리에이터에 

대한 구독, 댓글과 같은 행동(피드백)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

서 언급한 커뮤니케이션 모델 중 본 연구에 적합한 Weiner(1986)의 상호

작용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통해 명품 하울 영상 맥락에서 크리에이터의 어

떤 커뮤니케이션 속성이 시청자의 구독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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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커뮤니케이션 요소 

 

2.1. 정보원(Information Source)과 송신자(Transmitter)  

 

커뮤니케이션은 2인 이상이 참여함을 기본적인 형태로 가정하며, 어떤 

사람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다른 누군가에게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

를 받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 때 커뮤니케이션은 성립된다. 여기서 신호

를 만들어 보내는 대상을 정보원 혹은 송신자라고 한다(Lasswell, 1948; 

Shannon et al., 1949). Lasswell의 SMCRE 커뮤니케이션 모델에서는 정

보원과 송신자를 구별하지 않고 단순히 정보원 혹은 송신자를 같은 수준

으로 간주하였다. 하지만 Shannon and Weaver의 커뮤니케이션의 수학적 

모델에서는 이 둘을 구분하였는데 이는 커뮤니케이션의 수학적 모델이 전

화 개발을 위한 송신기에서 수신기에 이르는 정보 전달 과정을 설계하면

서 개발된 모델이기 때문이다(Shannon et al., 1949). 커뮤니케이션의 수

학적 모델이 비록 공학적 목적으로 설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델은 

인간 간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설명하는 모델로 사용되고 있다(강희천, 

1990). 

Shannon의 정보 이론에서 주로 다뤄진 송신(transmission)은 면대 

면 상황에서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에 이르는 넓은 범위의 송신기

(transmitter)를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Shannon et al., 1949). 

예를 들어 가장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상황인 면 대 면(face to face; 이하 

FTF라 한다) 커뮤니케이션의 경우 최소 2개 이상의 송신층을 필요로 한

다. 목소리(음성)와 몸짓(제스처)으로 구성된 첫 번째 송신층은 신호를 만

들고 조정한다. 첫 번째 송신층에서 만들어진 신호는 두 번째 송신층인 공

기(음성)와 빛(제스처)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다. TV와 라디오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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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이 복잡해질수록 커뮤니케이션은 더욱더 많은 송신층을 필요

로 한다(Foulger, 2004).  

송신기는 공학적 의미의 커뮤니케이션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사회과학에서 송신기와 정보원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

에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정보원의 역할에 대해서 더 집중

하고 있으며(Hovland & Weiss, 1951; 조정식, 남진영, 황장선, 2012; 유

은아, 김현철, 2014), 정보원과 송신기를 합쳐 송신자라고 지칭하기도 하

는데, 이는 라스웰의 SMCRE 모형의 S(source/sender)와 같은 의미이다. 

본 연구 역시 정보원과 송신기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송신자의 개념

을 차용하고자 한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정보원은 유튜브에 본

인의 채널을 보유하고 있으며, 명품 하울 영상을 촬영하고 직접 출연하여 

본인의 채널에 업로드하는 크리에이터로 조작 정의하였다. 

 

 

2.2. 메시지(Message)와 신호(Signal) 

 

메시지는 상대방을 이해시키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신호이다(Shannon 

et al., 1949). 메시지는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하는 주체가 주고받는 것이지

만(Lasswell, 1948), 송신자가 보내는 메시지는 수신자가 받을 수 있는 형

태로 변환되어야 하는데 이를 신호(signal)라 한다(Shannon et al., 1949). 

즉, 신호는 메시지가 채널을 통과할 수 있는 형태로 변형된 것이다(Foulger, 

2004). 

메시지의 형태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반드시 언어를 통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언어가 가장 손쉽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긴 하지만 손짓

이나 발짓, 얼굴 표정, 눈 맞춤 등의 비언어 역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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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때로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비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커뮤니

케이션에 효과적일 수 있다. 심리학자 Albert Mehrabian은 그의 저서 

<Silent Messages>에서 한 사람이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이미지에서 언어

가 차지하는 비율은 7%에 불과하지만 시각이 55%, 청각이 38%를 차지한

다고 하였다(Mehrabian, 1971). 이외에도 문자, 그림, 상징 등도 훌륭한 커

뮤니케이션 수단이 될 수 있다(김성재, 2013).  

 

 

2.3. 채널(Channel) 

 

채널(channel)은 신호로 변환된 메시지가 이동할 수 있는 통로이다

(Shannon et al., 1949). 채널은 공기, 빛, 전기, 종이, 전파 등을 모두 포괄

하는 개념으로 전달되는 신호의 성질에 따라 적절한 채널의 형태가 결정된

다(Foulger, 2004). 문자가 개발되기 이전 커뮤니케이션은 말의 형태로 이

루어졌고 이 시기에는 청각, 시각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공기, 빛과 같은 

물질이 채널의 역할을 해주었다. 문자가 개발된 이후에는 문자를 전달하기 

위한 종이 형태의 채널이 등장하였고, 나아가 음성을 전기의 형태로 전달하

는 전화를 위하여 전선이라는 채널이 필요하였다. 이 외에도 TV, 인터넷의 

등장은 그에 걸맞은 새롭고 복잡한 형태의 채널을 등장시켰다(윤여광, 조인

희, 2014). 그뿐만 아니라 기술의 발전은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1대 다

수의 커뮤니케이션을 가능케 하였고, 이 둘 간의 경계는 점차 모호하여 졌

다(김은미, 2002). 1대 다수의 커뮤니케이션을 매스 커뮤니케이션(mass 

communication)이라고 하며, 매스 커뮤니케이션에서 사용되는 채널을 매스 

미디어(mass media)라고 한다(Harris & Sanborn, 2009).  

미디어(media)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량의 정보 전달을 매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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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계적, 기술적 조직적 수단을 의미하며, 윤여광과 조인희(2014)는 송

신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 거치는 모든 통로를 미

디어라고 정의하였다. 이로부터 커뮤니케이션에서 미디어는 메시지를 담고 

있거나, 전달하는 채널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유튜브 명품 

하울 영상 맥락의 경우, 크리에이터(송신자)와 시청자(수신자)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해주는 유튜브 플랫폼 자체가 채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2.4. 수신자(Receiver) 

 

수학적 커뮤니케이션 모형에서 의미하는 수신기는 전선을 통해 전달된 

음성 전자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전화기를 의미했으며, 이를 대인 커뮤니케

이션에 적용하였을 때 수신기는 귀와 눈이 된다(Shannon et al., 1949). 하

지만 수학적 커뮤니케이션 모형을 실제 커뮤니케이션 맥락에 적용했을 때, 

신호를 수신하는 기관과 해당 기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신자(receiver)는 커뮤니케이션에서 정보를 받는 사

람을 의미한다(Shannon et al., 1949).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수신자는 명품 

하울 영상을 본 시청자로 조작 정의하였다. 

 

 

 

 

 



21 

 

2.5. 효과(effect/destination) 

 

Lasswell(1948)은 SMCRE 커뮤니케이션 모델에서 E(effect)에 해당하

는 부분을 송신자가 자신이 만든 메시지를 수신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수신자

에게 유발하려고 하는 반응으로 정의하였는데, Shannon(1948)의 상호작용 

커뮤니케이션 모델에서는 메시지가 전달되는 마지막 지점이란 의미에서 목

적지(destination)란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두 용어가 가지는 의미는 동일하

다. 즉, 효과란 메시지가 도달하는 종착지이자 송신자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수신자가 처리하는 과정이며, 송신자가 메시지를 통해 의도하는 수신자의 

반응에 해당한다(Foulger, 2004).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영상을 업로드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자신 채널의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함이지만, 그에 앞서 

좀 더 구체적으로 크리에이터는 시청자들이 영상 시청을 통해 해당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하다고 느끼기를 바란다. 이와 같은 부분이 명품 하울 영상 

맥락에서의 커뮤니케이션 효과라고 하겠다.  

 

 

 

2.6. 피드백(Feedback) 

 

피드백(feedback)은 Shannon의 수학적 커뮤니케이션 모형을 수정한 상

호작용 커뮤니케이션 모형에서 등장한 개념으로 피드백이란 송/수신자가 서

로에게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Weiner, 1948, 1986). 기존의 커뮤니케이

션 모형들은 일방향의 선형적 커뮤니케이션을 가정하여 설계되었는데, 이는 

신문, TV처럼 수신자들이 송신자의 정보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매스 미디

어와 같은 커뮤니케이션을 설명하는 경우에 바람직하였다. 하지만 최근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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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털 미디어의 발달은 정보를 송신하는 사람과 수신하는 사람 간에 실시간

의 역동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였기 때문에 근래의 커뮤니케이션

은 과정은 일방향이라기보다는 양방향에 가깝다.  

피드백은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를 돕는 중요한 요소이며, 대화 도중 재

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미소를 띠는 것처럼 송신된 정보를 수신한 뒤에 나타

나는 어떠한 형태의 활동도 피드백이 될 수 있다. 이를 유튜브 맥락에 적용

했을 때, 크리에이터의 영상을 본 시청자들은 해당 영상에 좋아요(추천) 버

튼 누르기, 해당 영상의 채널 구독하기, 영상에 댓글 달기와 같은 행동을 

보이는데(Khan, 2017), 이와 같은 시청자들의 시청 후 행동은 송신자에 대

한 피드백으로 이해될 수 있다. 

 

 

2.7. 잡음(Noise) 

 

잡음(noise)이란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수신자가 송신자의 메시지를 이

해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인을 의미한다(Shannon et al., 1949). 즉 송신자

가 100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신자에게 전달하지만, 메시지가 수신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그 의미가 희석되고 왜곡되어 전체 100에 해당하는 온

전한 메시지가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적 요인을 잡음이라 한다. 

잡음은 물리적, 심리적, 의미적 잡음의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하는데, 먼저 

물리적 잡음은 실제 외부 환경에서 발생하는 커뮤니케이션 저해 요소를 의

미한다. 그리고 심리적 잡음은 송신자와 수신자의 내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

하는 잡음을 의미하며, 의미적 잡음은 메시지의 의미를 전혀 해석할 수 없

거나, 메시지에 대한 선입견으로 인해 발생하는 잡음을 뜻한다. 이 가운데

물리적 잡음과 의미적 잡음은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과 거리가 



23 

 

있기 때문에 배제하고, 수신자(시청자)의 심리적 잡음만을 고려하였다. 즉, 

시청자가 가지고 있는 내적 요인에 의해 크리에이터의 커뮤니케이션 효과가 

달라질 것이라 보았다. 본 연구가 명품 하울 영상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시청자가 가지고 있는 패션 관여도와 명품 관여도가 본 연구에서 심리

적 잡음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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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튜브 커뮤니케이션 특성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유튜브 명품 하울 영상의 커뮤니케이션 특성

을 이해하기 위하여 유튜브라는 미디어의 커뮤니케이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미디어마다 각기 다른 고유의 특성을 갖고 있어서 단순히 

콘텐츠를 전달하는 것 이상으로 미디어의 구조, 속성 자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언급한 McLuhan(1994)의 주장처럼 유튜브라는 미디어의 특수

성을 배제하고 유튜브 상의 커뮤니케이션 특성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유튜브라는 매체의 특수성과 명품 하울 영상이라는 메시지 

형식의 특수성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튜브는 앞서 정의하였듯이 엄밀하게 말하면 동영상 공유 플랫폼이다 

(Burgess & Green, 2018). 본질적으로 개인이 자유롭게 동영상을 업로드

하거나 시청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 이다. 하지만 어떤 연구에서는 유튜브

를 일종의 소셜 미디어로 바라보기도 하며(Voorveld et al., 2018), 실제 유

튜브 고객센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Youtube를 사용한다는 것

은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하는 커뮤니티의 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문구에 나와 있듯이 유튜브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간접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이병호(2016)는 유튜

브 수익 구조에 대한 역사적 논의에서 초기 유튜브는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서 시작하였지만, 영상 압축 기술의 발달, 실시간 방송과 라이브 채팅과 같

은 기술이 적용됨에 따라 유튜브의 소셜미디어(social media)적 속성이 강

화되었다고 하였다. 즉, 유튜브를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동시에 

SNS(Social Network Service)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 홍보 효과의 채널별 차이에 대한 연구에서는 유튜브를 단순히 

동영상 공유 사이트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SNS와는 다른 별개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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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도 하였다(Hanson, Haridakis, Cunningham, Sharma & Ponder, 2010). 

유튜브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춘다면 유튜브는 

CMC보다는 매스 커뮤니케이션에 더 가깝지만, SNS 속성에 집중한다면 유

튜브는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이

하 CMC라 한다)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CMC에 대한 초기 연구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컴퓨터가 핵심적인 기

능을 수행하는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CMC로 정의하고 있다(Dutton, 

Rogers & Jun, 1987). 이러한 포괄적 정의는 인터넷 및 컴퓨터의 기술과 

사용 수준이 아직은 초창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이 상용화되자 

CMC의 정의는 조금 더 구체화되었다. 김유정(1998)은 CMC를 인터넷이나 

컴퓨터 통신과 같이 컴퓨터와 기존 원격 통신의 하부구조가 결합하여 문자, 

음성, 사진, 영상물 등을 동시 혹은 비동시적으로 교환하는 통합적 다기능 

매체로 정의하였다. CMC의 정의에 따르면, 전자 우편(e-mail), 인스턴트 

메시지(instant message), 화상 회의(video conference), 채팅 방(chat 

room), 블로그(blog),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과 같은 기술들이 

모두 CMC에 포함된다(Ellison, Steinfield & Lampe, 2007; Spitzberg, 

2006; Thurlow, Lengel & Tomic, 2004).  

CMC는 기존의 전자 미디어와 다른 몇 가지 특성을 보이는데, 선행 연구

에서 다룬 CMC 특성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CMC는 비동시성

을 갖는다. 즉, 메시지를 보냄과 동시에 수신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

가 편리한 시간에 화답할 수 있다. 둘째, CMC는 상호작용성을 보이는데, 같

은 물리적 공간에 있지 않더라도 마치 마주 보며 대화하는 듯한 형태를 띤

다. 셋째, 탈 대량화의 특성을 보인다. CMC에서는 특정 메시지가 불특정 다

수에게 무작위적으로 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이용자 사이에서만 교환된

다. 많은 연구들이 이상의 세 가지 특성으로부터 CMC가 매스 커뮤니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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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보다는 면 대 면 상황의 대인 커뮤니케이션(face to face communication; 

이하 FTF라 한다) 특성과 유사하다고 주장하였다(Williams, 1982; Turkle, 

2005; 배진한, 1995; 오택섭, 김대식, 강미선, 2000). 유튜브는 본인이 원하

는 시간에 영상을 시청할 수 있기 때문에(이병호, 2016), 비동시성을 충족

한다. 또한 크리에이터와 시청자는 댓글, 좋아요, 구독하기 등의 형태로 상

호작용하며, 한 영상의 댓글이 그다음 영상에 반영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상

호작용성을 갖는다. 또한 유튜브는 영상을 추천해 주는 시스템(알고리즘)이 

발달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청자들은 본인의 관심사를 검색을 통해 탐

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이병호, 2016), 명품 하울 영상은 해당 영상을 

시청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주로 노출된다. 이는 곧 유튜브 명품 하울 영상

이 탈 태량화의 특성 또한 충족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유튜브 명품 하울 영상을 매스 미디어보다 

CMC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유튜브를 플랫폼에서 송수신되는 메시지의 형식이 영상이라는 측면

에 집중하였을 때, 영상에서 크리에이터는 일종의 연기자로서 중요한 비중

을 차지한다. TV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스마트폰의 화면을 통해 시청

하는 유튜브 영상의 경우, 풀 숏(full shot)보다 바스트 숏(bust shot), 클로

즈업 숏(closeup shot)이 적합하다(정승은, 2016; 오윤홍, 2017). 바스트 

숏은 얼굴과 어깨선이 보이기 때문에 손의 움직임에 따라 몸동작이 드러나

며, 클로즈업 숏은 얼굴과 승모근 정도만 보이지만 연기자의 감정 표현과 

내면 연기를 통해 감정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정승은, 2016). 따라서 

명품 하울 영상의 경우, 크리에이터가 명품에 대해 설명하고, 명품을 언박

싱(unboxing)할 때의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서 크리에이터의 상반신이 노출

되거나, 얼굴 및 제품을 클로즈업하여 보여주는 바스트 숏이나 클로즈업 숏

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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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스트 숏, 클로즈업 숏과 같은 숏 사이즈(shot size)의 의미는 카메라 

렌즈에 따라 화면 안에 인물의 사이즈가 크게 보이거나 작게 보이는 정도를 

뜻한다(오윤홍, 2017). 영상에서 숏의 종류에 따라 느껴지는 인물과의 거리

는 시청자와의 물리적 거리를 의미한다(성강수, 고재성, 조대제, 고정환, 

2009). 즉, 카메라와 연기자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시청자와 연기자의 거리

도 가까워진다는 것이다. 명품 하울 영상의 경우 상대적으로 카메라와 크리

에이터의 거리가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마치 크리에이터가 시청자 바로 앞

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는 영상 매개 커뮤니케이션(video mediated 

communication; 이하 VMC라 한다)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VMC

는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의 한 종류로 영상 통화, 화상 회의 등이 대표

적인 VMC이다. VMC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상대방의 얼굴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CMC와는 다르며, 오히려 FTF 커뮤니케이션 특징이 

더 두드러진다고 하였다(Croes, Antheunis, Schouten & Krahmer, 2019).  

VMC는 FTF 커뮤니케이션과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VMC는 FTF와는 

구별되는 특징을 보인다. 첫째, VMC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사람들은 물

리적으로 함께 있지 않다.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 안에 있다면, 즉, FTF 커뮤니케이션 상황의 경우 완전한 형태의 언어

적, 의사언어적,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사용할 수 있지만, VMC 상

황에서는 이를 완전히 사용할 수 없다(Van der Kleij, Schraagen, 

Werkhoven & de Dreu, 2009). 둘째, VMC에서는 대역폭(bandwidth)에 따

른 기술적 한계가 존재한다. VMC는 카메라와 모니터와 같은 기기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어지는 커뮤니케이션 정보가 제한적

이다(Heath & Luff, 1993). 예컨대, FTF 상황에서는 상대방 몸 전체의 움

직임을 감지할 수 있지만, VMC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상반신 정도만 보여주

기 때문이다.  



28 

 

지금까지 CMC, VMC, FTF의 특성들을 살펴보았는데, 유튜브 플랫폼 자

체는 CMC의 성격을 띠는 반면, 명품 하울 영상 자체는 VMC에 더 가깝다. 

본 연구는 유튜브 플랫폼 고유의 커뮤니케이션보다 명품 하울 영상의 크리

에이터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다루는 커

뮤니케이션은 VMC 특성이 두드러진다.  

비록 유튜브 명품 하울 영상이 VMC의 성격을 갖지만, 기존의 매스 미디

어에 비해 FTF 커뮤니케이션 특성이 강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FTF

커뮤니케이션에서 메시지 전달은 언어적 커뮤니케이션(verbal 

communication)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nonverbal communication)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Sommerville, 1982; Mehrabian, 1971), 커뮤니케이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중심

으로 연구되었다. 서비스 접점에서 종업원의 언어적·비언어적 커뮤니케이

션의 효과에 대해 연구하는가 하면(Gabbott & Hogg, 2001; Sundaram, & 

Webster, 2000; 김상희, 2007; 최신혜 외., 2016), 홈쇼핑에서 쇼호스트의 

언어적·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효과에 대한 연구 또한 이루어졌다(이정

헌, 2011; 정은이, 정의철, 2013; 정은이, 정의철, 2015). 본 연구의 경우, 

유튜브 명품 하울 영상 크리에이터의 커뮤니케이션 특성을 언어적 커뮤니케

이션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관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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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언어는 기호체계로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근본이 되는 수단이다. 언어의 본

질은 ‘의미의 전달과 표현’이며, 말은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중심이 된다

(Sommerville, 1982). 즉,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말이라는 언어적 상징을 

통하여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다(정은이 외, 2013).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의사 전달을 분명하게 하고, 전달 속도가 빠르며, 빠른 피드백을 가능하게 

한다(Jandt, 2001). 또한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개인 간 상호작용에 대한 

동기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Stouten & Cremer, 2010).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거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언

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는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초기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는 면 대 면 상황에서의 기초적인 언어적 커뮤니

케이션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지만(Martin & Hammer, 1989), 점차 다

양한 맥락에서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면접 상황에서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효과(Ugbah & Evuleocha, 1992), 

대선 후보 간 토론에서의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전략(Nagel, Maurer & 

Reinemann, 2012), 학교 및 직장에서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을 위한 언어

적 커뮤니케이션 전략(Keyton, Caputo, Ford, Leibowitz, Liu & Wu, 2013) 

등이 있으며, 특히 서비스 접점에서 소비자와 종업원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는 심도 있게 이루어졌다(김상희, 2007; Sanchez, Pico & Comer, 

2010; 최신혜 외, 2016).  

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은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하위 요인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개념으로 사용

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구에서는 언어적 커뮤니

케이션의 구성 요소를 찾고자 하는 시도 또한 이루어졌다. 하지만 언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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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의 구성요소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 및 연구 맥락 별로 상이하

여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구성요소를 도출할 필요

가 있었다. 유은정(2018)은 호텔 종사원의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공감성, 

대응성, 신뢰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최신혜 외(2016)는 판매 서

비스 제공자의 언어적·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소비자 구매행동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정교화 가능성 모형을 통

하여 설명하였는데, 이때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중심 경로는 설명의 정확

성과 명확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변 경로는 칭찬과 공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또한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대선 후보의 언어적 커뮤니케

이션은 후보의 공약, 언어의 방향성(공격적/방어적), 감정적 호소로 구성된

다고 하였다(Nagel et al., 2012). 이처럼 선행연구에서는 연구의 맥락에 

적합한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구성요소를 다양하게 고려하고 있었다. 즉 언

어적 커뮤니케이션의 구성요소를 하나의 통일된 개념으로 구성하기 보다는 

연구의 맥락에 맞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은이(2013)는 홈쇼핑에서 쇼호스트의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전문성, 

어휘 설명력, 주장 설득력, 감정이입으로 구성하였다. TV 홈쇼핑에서 쇼호

스트는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해야 하기 때문에 쇼

호스트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은 필수적이다(이정헌, 2011). 본 연구는 

홈쇼핑이라는 미디어에 주목하였는데, 이는 홈쇼핑이 명품 하울 영상과 커

뮤니케이션 유형적으로 또한 영상의 내용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

다. 먼저 TV 홈쇼핑의 쇼호스트는 소비자와 같은 공간에 있지 않고, TV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커뮤니케이션하는데, 유튜브 명품 하울 영상의 크리에이

터 역시 핸드폰, 컴퓨터라는 미디어를 통하여 시청자와 커뮤니케이션한다는 

측면에서 TV 홈쇼핑과 유사하다. 또한 쇼호스트는 본인이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하는데, 유튜브 명품 하울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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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구매한 명품 제품에 대한 정보를 시청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여야 

한다는 측면 역시 유사하다.  

앞서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구성요소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공감

성은 감정이입과 유사하고, 정확성은 전문성 및 주장 설득력과 유사하다. 

따라서 본 연구 맥락과 유사한 정은이(2013)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는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구성요소를 전문성, 주장 설득력, 감정이입

으로 구성하였다. 이때, 어휘 설명력은 배제하였는데, 그 이유는 정은이

(2013)의 연구에서 어휘 설명력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시청자

의 구매의도에 유일하게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4.1. 전문성 

 

전문성은 정보원이 특정 분야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소비자가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Hovland, Janis & Kelley, 1953). 서비

스 접점에서 매장 종업원의 전문성은 종업원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은 많은 연구를 통하여 입증되었으며(Newell, Belonax, McCardle & 

Plank, 2011),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발신자의 전문성은 메시지에 대한 신

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ilson & Sherrell, 

1993). 한편, 서비스 접점에서 판매원의 적절한 전문성은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지만, 전문성이 과할 경우 오히려 그 효과가 반감된다는 주장도 있다

(김상희, 2005). SNS 상에서 평범한 개인의 영역을 넘어 팔로워들과 일반 

대중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소셜 인플루언서(social influencer)

라고 하는데(Wiedmann, Hennigs & Langner, 2010), 패션 인플루언서는 

자신의 가치 향상을 위하여 패션 트렌드를 찾아보고, 패션 칼럼을 읽고,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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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 관련 서적을 읽는 등의 패션 관련 전문 지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

이는데(김이삭, 이규혜, 2017), 이로부터 전문성이 SNS 품질을 향상시키는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전문성은 크리에이터의 명품 제품 

설명 시 제품 및 브랜드에 대한 폭 넓고, 만족할 만한 지식을 제공하는 정

도로 정의한다. 

 

 

4.2. 주장 설득력 

 

미국의 심리학자 Carkl Hovland에 의하여 처음 연구된 설득은 거의 모

든 사회학 연구에 적용되었는데, 설득은 근본적으로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려는 것이다(O’keefe, 2002). 설득이란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하여 상

대방이 어떤 대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태도를 긍정적, 혹은 호의적

으로 변화시키는 태도변용 과정을 의미한다(이정헌, 2011). 설득은 커뮤니

케이션 상황에 따라 그 효과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설득 기술이 

가장 효과적인지는 확인하기 어렵고, 선행 연구의 상황별 설득 커뮤니케이

션 효과에 대한 결과 역시 일관성을 보이지 않는다(O’keefe, 2002). 그렇

기 때문에 설득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정교화 가능성 모형

(elaboration likelihood model)을 통해 설명하려는 시도 또한 이루어졌다

(Petty & Cacioppo, 1986). 최신혜 외(2016)는 판매 서비스 제공자의 소

비자 설득 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정교화 가능성 모형을 사용하였는데, 이

때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 전달이 정확하고 명확할수록 소비자의 제품 및 서

비스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이라고 하였다. 대표적 스낵컬처인 유튜브 영상

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정보를 전달하여야 하기 때문에 크리에이터가 전달

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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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득력은 유튜브 명품 하울 영상에서 크리에이터의 주장이 타당하고, 주장

의 근거가 명확하며 납득이 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4.3. 감정이입 

 

감정이입은 자극 대상에 대하여 대리적인 관점에서 반응하는 것, 또는 

타인의 사적인 세계를 나의 세계처럼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Truax & 

Carkhuff, 1967). McBane(1995)는 감정이입을 관점 취하기(perspective), 

감정이입적 관심(empathic concern), 정서적 전염(emotional contagion)의 

3개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사람들은 주변 사람의 감정 표현을 

반사적으로 흉내내는데, 이때 흉내 시의 무의식적 안면 근육 움직임을 통하

여 그 사람의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Hatfield, Cacioppo & Rapson, 1994). 

시청자의 명품 하울 영상 시청 동기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대다수의 뉴스 기사에서 시청자들이 명품 하울 영상을 보는 이유로 ‘대리만

족’을 꼽는다(서창완, 2019). 시청자들은 본인이 구매할 수 없는 액수의 고

가 명품을 구매하는 크리에이터를 보며 대리만족하며, 나아가 시청자들은 

명품을 개봉하며 행복해하는 크리에이터를 보면서 그 감정을 자연스럽게 공

유한다. 이때 크리에이터의 행복감은 영상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에게 정서 

감염을 일으킨다. 크리에이터가 느끼는 감정을 얼마나 시청자에게 잘 전이

시킬 수 있는지는 곧 커뮤니케이션 역량과 직결된다. 본 연구의 감정이입은 

명품 하울 영상의 크리에이터가 느끼는 감정을 시청자가 느끼고 공감하도록 

유도하는 언어적 능력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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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언어가 아닌 다른 방법

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을 의미한다(Jandt & Taberski, 1998). 즉, 

언어를 제외하고 커뮤니케이션에 사용되는 모든 것 예를 들어, 몸짓, 표정, 

목소리의 변화, 신체적 외양 등은 모두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요소가 될 

수 있다(정은이 외, 2013). Mehrabian(1971)에 의하면 한 사람이 상대방

으로부터 받는 이미지는 언어적 자극보다는 시각적, 청각적 자극과 같은 비

언어적 자극이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Delmonte(1991)는 비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언어보다 더 많은 의미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으

며, 느낌이나 감정도 더 정확하게 전달한다고도 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선

행 연구에서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성과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Condson and Yousef(1983)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보편적이고 자연적이

며, 학습되지 않은 행위를 포함한다. 둘째,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비하여 체계화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셋째,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을 상대에게 다시 물어볼 수 없다. 넷째, 비언어적 커

뮤니케이션은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비해 통제가 어렵다. 다섯째, 비언어

적 커뮤니케이션은 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이러한 특성들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체계적

인 연구를 어렵게 하지만(정은이 외, 2013),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체계화하여 연구하려는 많은 시도가 이루어졌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하위 요인을 어떻게 구성하였는지는 연구별로 

상이하다. Croes, Antheunis, Schouten and Krahmer (2019)는 화상 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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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VMC 상황에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시각적 비언어 커뮤니케

이션과 청각적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으로 나누었는데, 시각적 비언어 커뮤니

케이션은 고개 끄덕임, 응시, 미소, 동일한 자세 취하기 등을 포함하였고, 

청각적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은 어속, 목소리의 떨림, 목소리의 긴장 정도, 

음폭 등을 포함하였다. 반면, Sundaram and Webster(2000)는 서비스 접점

에서 서비스 제공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신체언어(kinesics), 의사

언어(paralanguage), 공간적 행위(proxemics), 신체 외형(physical 

appearance)의 4개 차원으로 구성하였다. 서비스 접점에서 정보 제공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Sundaram and 

Webster(2000)가 제시한 4개 차원을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구성요소

로 사용하고 있었다(김상희, 2005; 정은이 외, 2013; 최신혜 외, 2016).  

유튜브 영상이 VMC의 특성을 일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에이

터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효과에 대하여 논할 때, Croes et al.(2019)의 

시각적/청각적으로 분류보다는 Sundaram and Webster(2000)의 분류가 본 

연구에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공간적 행위는 본 연구에서 비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요소로 고려하지 않았는데, 이는 공간적 행위가 메시

지 발신자와 수신자의 물리적 공간감(거리)과 신체 접촉 등을 의미하기 때

문이다(Sundaram & Webster, 2000).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송신자와 수신자와의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 송신자와 수신자 간의 거리

가 너무 가깝거나 너무 멀 경우 오히려 커뮤니케이션을 저해할 수 있기 때

문이다(Sundaram & Webster, 2000). 하지만 유튜브의 경우 크리에이터와 

시청자는 핸드폰 혹은 컴퓨터 화면을 매개로 커뮤니케이션하기 때문에 크리

에이터와 시청자의 거리감과 신체 접촉 등의 공간적 행위는 제한될 수 밖에 

없다. TV 홈쇼핑 쇼호스트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에서 역시 

공간적 행위를 제외한 신체언어, 의사언어, 신체적 매력만을 비언어적 커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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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케이션 구성요소로 사용한 바 있다(정은이 외., 2013).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하위 차원으로 신체언어, 의사언어, 신체외

형을 선정하였다. 

 

 

5.1. 신체언어(Kinesics) 

 

신체언어(Kinesics)는 곧 몸의 움직임을 의미하는데, 이는 비언어적 커

뮤니케이션에서 굉장히 중요한 수단으로(Sundaram & Webster, 2000), 얼

굴 표정, 눈의 움직임, 접촉, 제스처, 자세 등이 대표적이다(Argyle, 1994). 

일반적으로 미소, 가벼운 웃음, 상체 앞으로 기울이기, 개방적 자세, 잦은 

눈 맞춤은 친밀함을 의미하며, 친근감, 호의와 관련되어 있다. 반면, 무표정, 

시선 회피, 다른 곳 응시, 상체 뒤로 기울이기, 팔짱과 같은 방어적 자세는 

비호의와 불신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Sundaram & Webster, 2000).  

얼굴은 감정 표현이 가장 풍부한 신체 부위로 표정은 상징적 의미로 작

용하고 자신의 심리상태를 나타내는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도구이다(홍순구, 

2006). Sundaram and Webster(2000)는 서비스 접점에서 판매원의 미소

가 소비자의 긍정적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판매원의 무표

정, 찡그린 표정은 소비자의 부정적 태도 형성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앞

서 언급하였듯이 시청자는 대리만족을 경험하기 위하여 명품 하울 영상을 

본다고 하였다. 명품 제품을 개봉할 때 행복해하는 크리에이터의 얼굴 표정

을 보며 비슷한 얼굴 근육을 사용함으로써 비슷한 정서를 느끼게 된다고 하

였다. 즉 크리에이터의 얼굴 표정은 중요한 신체언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얼굴과 관련된 또 다른 신체언어는 눈 맞춤(eye contact)이다. 

Hemsley and Doob(1978)는 여러 신체언어 중에서도 눈 맞춤에 대해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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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였는데, 눈 맞춤을 많이 또 빈번하게 할수록 상대방은 화자에 대하여 

더욱 호의적으로 느끼며 신뢰한다고 하였다. 반대로 눈 맞춤의 빈도가 낮거

나 시선을 회피할수록 상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다고도 하였다. 대중 연설

에서 화자의 눈 맞춤 효과에 대하여 연구한 Beebe(1976) 역시 눈 맞춤이 

상대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며, 화자의 주장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

록 돕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눈 맞춤과 비슷한 응시(gaze)는 상대방과 커뮤

니케이션하고자 하는 열망을 의미하며, 역으로 응시 회피는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무관심, 분리, 싫어함을 드러낸다고 하였다

(Burgoon & Poire, 1999). 한편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요소는 맥락과 문

화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Croes et al., 2019), 눈 맞춤

이 분노와 협박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고 하였다(Burgoon 

& Poire, 1999).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 대 면 커뮤니케이션에서 눈 맞춤은 

특수한 맥락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연구에서 커뮤니케이션에 긍정적

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유튜브 명품 하울 영상에서는 크리

에이터의 상반신 혹은 얼굴이 크게 나타나는 바스트 숏, 클로즈 업 숏을 사

용하기 때문에 얼굴 표정과 눈 맞춤은 명품 하울 영상에서 중요한 신체언어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사람은 신체 자세(posture)를 통해서 자신의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데

(Mehrabian & Friar, 1969), 커뮤니케이션할 때 드러나는 무의식적 자세는 

본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관심의 정도를 나타낸다. 일반적

으로 상체를 커뮤니케이션하는 상대방 쪽으로 기울이는 것은 무의식적 관심

의 표현이다(Croes et al., 2019). 이는 서비스 접점에서 판매원의 자세가 

고객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김상희, 2005). 

반대로 상체를 뒤로 젖히거나 팔짱을 끼는 것은 상대에 대한 무관심의 표현

이다. VMC 상황과 같이 전신이 노출되지 않고 주로 상반신만 노출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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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상체의 기울임은 커뮤니케이션하는 상대방에게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Croes et al., 2019). 유튜브 명품 하울 영상 역시 거의 크리에이터의 상반

신만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청자 입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크리에

이터의 신체 자세는 제한적이다. 때문에 상반신을 앞으로 기울이는 자세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카메라와 연기자의 거리는 시청자와

의 거리를 의미하므로(성강수 외, 2009), 크리에이터가 상반신을 앞으로 기

울이는 행동은 크리에이터가 더욱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자 하는 의

도로 이해될 수 있다. 신체언어는 몸 전체를 활용하기 때문에 언어적 커뮤

니케이션보다 더욱 효과적이며, 상대방의 태도 형성에 즉각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최신혜 외, 2016). 따라서 명품 하울 영상 크리에이터의 표정, 눈 

맞춤, 신체 자세와 같은 신체언어는 시청자의 태도 형성에 영향을 줄 것으

로 사료된다. 

 

 

5.2. 의사언어(Paralanguage) 

 

의사언어(Paralanguage)란 감정을 표현하거나, 화자의 나이, 건강, 성별 

등을 나타내고, 단어의 의미를 변화시키는 모든 목소리의 상태나, 어조와 

같은 언어 현상을 의미한다(Carey, 1980). 즉, 커뮤니케이션 시 발생하는 

어떤 소리 자체가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음성과 관련

된 많은 것들이 의사언어가 될 수 있다. 음폭, 어속, 성량, 억양의 변화, 발

음, 음색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음질(vocal quality)이 대표적인 의사언어에 

해당한다(정은이, 정의철, 2013). 이 외에도 단어적으로 의미는 없지만 동

의, 만족감을 나타내는 감탄사와 짧은 침묵도 의사언어의 일종이다(최신혜 

외., 2016). 이러한 의사언어는 실제 대화에서 전달되는 메시지의 내용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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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사람들은 대화 시에 대화 내용에 관계없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상대방

을 평가하기 위하여 의사언어를 해석한다(Sundaram & Webster, 2000). 

Argyle, Salter, Nicholson, Williams and Burgess(1970)는 비언어적 커뮤

니케이션이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연구에서 피험자들에게 메시지

를 해석할 수 없는 조작된 영상을 시청하게 하였는데, 실험 참가자들은 영

상의 음색을 바탕으로 화자의 감정을 추론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의사언어는 

커뮤니케이션 내용의 강도, 화자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는 근거로써 작용한

다(Argyle et al., 1970). 명품 하울 영상에서 크리에이터가 포장되어 있는 

명품을 개봉할 때 소리를 지르거나, 목소리를 크게 하는 것, 나아가 목소리

의 떨림과 같은 의사언어로부터 시청자는 크리에이터의 즐거운 감정 상태를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의사언어를 통해 내용의 

강도, 화자의 감정 상태를 추론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화자에 대한 확신의 

정도를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김상희, 2007). 예를 들어 서

비스 접점에서 소비자들은 판매원이 제공하는 언어적 정보만으로 판매원의 

자신감이나 성실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원이 사용하는 음의 높낮이, 

어조 등을 통하여 판매원의 자신감을 판단한다(Sundaram & Webster, 

2000). 즉, 주장에 대한 신뢰는 메시지 내용뿐만 아니라 메시지가 전달되

는 음의 고저, 어조 등과 같은 의사언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5.3. 신체외형(Physical appearance) 

 

신체외형(Physical appearance)은 상호 간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요한 비

언어적 요소 중 하나인데, 신체외형은 얼굴의 생김새, 몸의 냄새, 신장,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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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과 같은 몸(body) 뿐만 아니라 의복과 장신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김상

희, 2005). 외형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이 더욱 설득적이며(Chaiken 1979), 

상대의 태도를 바꾸는데 더욱 효과적이다(Kahle & Homer, 1985). 일반적

으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학습된 미(美)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매력적인 것을 좋은 특성과 결부시키려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외견이 매력적일 경우 사람들은 그 사람이 친근하며, 호의적이고, 더 따뜻

한 사람일 것이라 판단한다(Reis, Nezlek & Wheeler, 1980). 신체적 매력 

외에도 의상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적절한 의상은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다(Leathers, 1976). 패션과 관련된 명품 하

울 영상에서 크리에이터의 외모와 의상은 중요한 요소이다. 크리에이터의 

외모가 아름다울수록 사람들은 해당 크리에이터와 크리에이터의 영상을 호

의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시청자가 광고에 나오는 유명인을 

매력적이라고 생각할수록 시청자들은 광고 제품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

기 때문에(Kahle & Homer, 1985), 크리에이터의 매력은 크리에이터가 하

울하는 명품 제품에 대한 평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신체적 매

력은 커뮤니케이션 초기 단계에서 더욱 그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Sundaram & Webster, 2000). 크리에이터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시청

자가 명품 하울 영상을 시청하였을 경우, 크리에이터의 외형이 시청자에게 

먼저 노출되기 때문에, 크리에이터의 신체외형은 크리에이터를 처음 보는 

시청자에게 특히나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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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절  미디어 콘텐츠 속성 

 

사람들이 특정 미디어를 채택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를 잘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이 이용과 충족 이론(uses and 

gratification theory)이다. 이용과 충족 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은 미디어로

부터 자신의 목표 달성에 잠재적 도움을 주는 미디어 채널을 의도적으로 이

용한다고 하였다(Armstrong & McAdams, 2009). 다시 말해 사람들은 특

정 미디어를 사용할 때 미디어의 속성이 자신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다고 

여길 때 해당 미디어를 선택하는 것이다. 소셜 미디어를 사용한 뒤에 나타

나는 경험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어떤 목적에서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지 

유추할 수 있는데, Voorveld(2018)는 다양한 플랫폼에서 소셜 미디어의 사

용 경험을 재미(entertainment), 콘텐츠에 대한 부정적 감정(negative 

emotion related to content), 플랫폼에 대한 부정적 감정(negative 

emotion related to platform), 시간 때우기(pastime), 자극(stimulation), 

동일시(identification), 실용적 사용(practical use), 사회적 상호작용

(social interaction), 혁신(innovation), 화제성(topicality), 권한부여

(empowerment)라고 하였다. 이를 통하여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 사용으로

부터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어떤 과업 수행을 위하여 해당 미

디어를 사용하는지에 대하여 유추할 수 있다.  

사람들이 어떤 미디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곧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콘텐

츠를 소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미디어 혹은 콘텐츠

로부터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소셜 미디어, 온

라인 사이트 등과 같이 비교적 신생 미디어는 기술 수용 모델(TAM)을 통

하여 이해하려는 시도가 많았기 때문에 주로 미디어의 지각된 용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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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ived ease to use), 지각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을 미디어 

속성으로 많이 고려하였다. 이 밖에도 심선희, 문재영(2012)은 모바일 환

경에서 SNS 속성을 접근성, 유용성, 최신성이라 하였다. 그러나 유튜브 명

품 하울 영상은 일상을 공유하는 일반적인 사용자 창작 콘텐츠(user 

generated contents)와는 달리 물리적인 제품을 보여주며 제품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한다는 점에서는 광고와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광고 속성

에 대한 이해 또한 필요하다. Ha, Park and Lee(2014)는 모바일 SNS에서 

미디어 광고 속성의 하위 차원이 정보성(informativeness), 짜증

(irritation), 재미(entertainment)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또한 모바일 

광고의 메시지 내용이 광고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연구에서 역시 광

고 콘텐츠의 하위차원을 재미, 정보성, 짜증, 신뢰성으로 구성하였는데, 이 

중 재미, 정보성, 신뢰성은 지각된 광고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짜증남

은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Haghirian & Madlberger, 2005). 

옥여원, 김종무(2018) 또한 인스타그램(Instagram)에서 화장품 광고 콘텐

츠 정보 속성을 신뢰성, 정보성, 유희성으로 구성한 바 있다.  

본 연구는 SNS 미디어 속성으로 나타났던 유용성이 광고 콘텐츠의 하위 

차원인 정보성과 그 의미가 유사하다고 판단되어 지각된 콘텐츠 정보의 하

위 차원으로 정보성을 포함시켰다. 또한 유튜브의 가장 큰 시청 경험이 재

미로 나타난 Voorveld et al.(2018)의 연구를 바탕으로 콘텐츠 정보에 유희

성을 포함시켰다. 더불어 소셜 미디어에서 콘텐츠 정보 사실에 대한 검증이 

시청자의 역할로 넘어옴에 따라 정보원에 대한 신뢰는 중요성을 더하고 있

기 때문에 신뢰성 또한 중요한 콘텐츠 속성으로 보았다. 결론적으로 본 연

구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지각된 미디어 콘텐츠 정보 속성을 유희성, 정

보성, 신뢰성으로 구성하였다. 



43 

 

1. 유희성 

 

마케터와 미디어 연구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과거 수십 년간 현대사회와 

미디어에 대해 설명할 때, 모든 것은 ‘재미(entertainment)’로부터 비롯된

다고 말해왔다(Vorderer, 2001). 그만큼 현대사회에서 즐거움, 재미는 제

품과 서비스, 나아가 미디어를 소비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

없다. 유희성이란 정보기기나 특정 시스템의 사용 그 자체로 즐거움 또는 

재미를 인식하는 정도를 말한다(Van der Heijden, 2004). 소셜 미디어 맥

락에서 즐거움은 소셜 미디어가 재미와 압박으로부터 해방되는 수단으로 쓰

이는 경우를 의미한다(Lee & Ma, 2012). 유희성은 학문적으로 다양하게 사

용되는 개념으로 재미, 즐거움, 몰입 등의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기도 한

다(박세현, 정기한, 2015).  

Voorveld et al.(2018)은 소셜 미디어 광고 효과를 소셜 미디어 플랫폼 

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유튜브의 경우 소셜 미디어 사용 경험 중 재미

(entertainment)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Khan(2017)은 유튜브 사용 

동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유희성이 강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하였다. 

즉, 유튜브 시청자들은 유튜브를 재미있는 미디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

는 유튜브를 다루는 본 연구 맥락에서 유희성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임을 시

사한다. 강승묵과 최지은(2010)은 영상의 재미요소를 설문을 통해 추출하

였는데, 연기자의 대사, 유머러스함, 말투, 내래이션, 감정이입을 영상의 재

미 요소라고 하였고, 이 밖에도 스토리의 구성, 장르 역시 영상의 재미 요

소 중 하나라고 하였다. 또한 유희성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에서 맥락은 상

이하지만 즐거움이 여러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입증되었는데, 

예를 들어 소셜 미디어 뉴스의 재미가 미디어 사용자의 뉴스 공유 의도에 

영향을 미치며(Lee & Ma, 2012), 모바일 환경에서 제공되는 콘텐츠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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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즐거움과 재미를 제공하면 이용자의 지속 이용 의도가 증가한다고 

하였다(옥여원, 김종무, 2018). 앞선 선행연구로부터 크리에이터의 여러 커

뮤니케이션 요소들이 영상에 대한 재미를 느끼게 하는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시청자가 느끼는 재미는 시청자의 어떤 행동 의도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 역시 알 수 있었다. 

 

 

2. 정보성 

 

소셜 미디어에서 정보성은 소셜 미디어에서 공유되는 정보가 사용자와 

얼마나 관련이 있으며, 얼마나 적절한 시점에 제공되는가를 의미한다(Ko, 

Cho & Roberts, 2005). 하지만 이러한 소셜 미디어의 정보성은 다른 사용

자들과의 정보 교류에 의한 정보성 획득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옥여원, 

김종무, 2018), 본 연구에서 다루는 명품 하울 영상은 명품에 대한 정보 전

달이 일방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셜 미디어의 정보성을 그대로 본 연

구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명품 하울 

영상의 정보성을 정의하기 위해서 소셜 미디어 맥락에서의 정보성보다는 조

금 더 포괄적인 정보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Ducoffe(1996)는 소비자가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시점에서 제품에 대

한 정보에 바로 접근 가능한 지에 따라 정보의 가치가 정해진다고 하였다. 

또한 미디어 이용자의 정보 탐색 만족은 해당 미디어에 대한 소비 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Lee & Ma, 2012). 비슷한 맥락으로 인터넷 

사이트의 정보, 편의, 재미, 사회적 상호작용이 웹사이트 사용에 미치는 영

향을 연구한 Ko et al.(2005)에 의하면 정보에 대한 만족은 웹 사이트 체류 

시간을 증가시켰으며, 나아가 인터넷 메시지에 대한 상호작용(메시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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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은 정도)에도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명

품 하울 영상에서 시청자들은 명품 제품의 색, 가격, 재질, 제품의 디테일

(제품 내부, 박음질 등)에 대한 크리에이터의 자세하고 전문적인 설명을 듣

는다. 명품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는 있지만 어떤 브랜드의 

어떤 제품을 구매할지 몰라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명품 하울 영상은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정보성은 명품 하울 영상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보여진다. 

 

 

3. 신뢰성 

 

신뢰란 상대방의 말을 믿을 수 있을 때 개인이 갖는 기대를 의미한다

(Rotter, 1980). 이를 커뮤니케이션적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화자가 전

달하는 메시지 혹은 화자에 대한 청자의 믿음이 곧 신뢰라고 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에서 정보원에 대한 신뢰는 중요한 요소이며, 신뢰는 지속적인 

관계 유지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임이 밝혀졌다(Morgan & Hunt, 1994). 정

보원에 대한 신뢰는 정보원의 전문성(expertise)과 정보원에 대한 믿을만

함(trustworthiness), 정보원의 매력(attractiveness)으로부터 비롯된다고 

알려져 있다(Hovland & Weis, 1952; Ohanian, 1990). 유튜브 맥락에서 역

시 크리에이터에 대한 신뢰는 콘텐츠 혹은 브랜드 태도 형성의 중요한 변인

으로 작용한다. 유튜브 뷰티 크리에이터에 대해 연구한 주링즈(2018)에 의

하면, 영상 내용에 대한 신뢰는 크리에이터의 객관성, 전문성, 독창성, 호감

도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사용자 생성 콘텐츠(user generated contents)로 대표되는 소셜 미디어

에서 정보원에 대한 신뢰는 점점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과거에는 콘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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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 생산자가 정보의 문지기(gatekeeper)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소셜 미디

어와 같은 새로운 채널에서 나타나는 방대한 양의 정보는 콘텐츠 소비자가 

직접 정보의 문지기 역할을 하게끔 만들었다(Haas & Wearden, 2003). 즉, 

전통적인 매체에서는 편집자, 저널리스트가 정보의 질을 관리하는 문지기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사용자가 만들어내는 콘텐츠에서 이 역할은 콘텐츠 

소비자의 몫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소셜 미디어에서 정보원 신뢰에 대한 

판단은 더욱 중요하다(Westerman, Spence & Van Der Heide, 2014). 특히 

유튜브의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자신의 채널과 영상을 시청자들에게 노출시

키기 위하여 허위와 과장된 내용을 여과 없이 표현하여 사회적 문제를 일으

키고 있는 이 시점에서(김보윤, 2019), 크리에이터에 대한 시청자의 신뢰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Chapple & Cowni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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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구독의도 

 

유튜브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구독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유튜브의 

영상을 시청하다 보면 우리는 크리에이터가 “구독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을 종종 들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유튜브 홈페이지의 구독 버튼은 눈에 

띄는 붉은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해당 채널의 현재 구독자 수를 표기하고 

있다. 유튜브 이용자들은 구독 버튼에 나타난 구독자 수를 통하여 해당 채

널이 얼마나 인기가 있는 채널인지 짐작할 수 있다. 구독(subscription)의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구독이란 ‘책이나 신문, 잡지 따위를 구입하여 읽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신문, 케이블 TV와 같은 전통적 미디어 매체에서 구

독의 의미는 구독료(subscription fee)를 지불하고 해당 매체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구매하는 것이었다(Wang, Zhang & Nguyen, 2005). 하지만 

유튜브에서 개인 채널의 구독은 구독료를 지불하지 않으며 단순히 해당 채

널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기존 선행 연구에

서 사용된 구독을 본 연구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유튜브에서 사용되는 구독의 기능에 초점을 두고 유튜브 맥락에 맞

는 구독의도에 대하여 재정의를 내린다.  

유튜브 맥락에서 구독의도는 재시청의도(reviewing intention)와 비슷하

다. 재시청의도란 시청자가 자신의 긍정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다시 방송을 

시청할 가능성을 의미한다(전찬수, 김형석, 신승호, 2011). 재시청의도는 한 

개의 방송을 여러 차례 되돌려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연속적인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해당 방송을 시청할 의도를 의미한다(Zubayr, 1999). 유튜브에

서 특정 채널을 구독하면 해당 채널에 새로 게시되는 동영상이 구독 피드에 

표시되고, 채널을 검색하지 않더라도 개인이 구독한 채널 목록을 통하여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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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당 채널을 이용할 수 있다(Chau, 2010). 즉, 시청자가 구독을 하는 주

된 이유는 해당 크리에이터의 다른 영상을 미래에도 시청하고자 하는 의도

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구독의도를 특정 유튜브 채널의 영상

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바탕으로 추후 해당 채널의 영상을 다시 시청할 가

능성으로 조작 정의하였다.  



49 

 

제 5 절  구매의도   

 

의도란 태도와 주관적 신념이 행위로 옮겨질 확률을 의미하는데(Engel & 

Balck-well, 1990), 구매의도란 특정한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개인의 의

도, 계획된 행동이 신념과 태도로 전이되어 행동화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의도는 태도와 주관적 규범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의도는 행동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ishbein & Ajzen, 1980). 이러한 

태도-의도-행동의 구조는 소비자의 태도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행동을 예

측하는 데 있어 효과적 도구로써 사용되고 있으며, 많은 실증 연구에서 구

매의도와 실제 구매 행동 간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증명되었다.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구매의도는 유튜브 명품 하울 영상 크리에이터가 하울 

하는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시청자의 의도가 행동화될 가능성으로 정의하

였다. 

본 연구는 유튜브 명품 하울 영상 크리에이터의 언어적·비언어적 커뮤니

케이션에 의하여 형성된 지각된 콘텐츠 정보 속성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초기 명품 하울 영상의 경우 크리에이터 본인의 자

비로 명품 제품을 구매하여 하울하였는데, 하울 영상이 인기를 끌자 명품 

브랜드는 유튜브 하울 영상을 하나의 마케팅 채널로 고려하기 시작했다. 그

러나 브랜드는 어떤 크리에이터에게 협찬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협찬 대상 선정(유튜브 크리에이터)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

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는 어떤 유형의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크리

에이터가 시청자로 하여금 하울 제품을 구매하게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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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패션 관여도와 명품 관여도 

 

관여(involvement)는 광고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처음 등장하였는데, 광

고를 시청한 사람이 해당 광고가 얼마나 자신과 관련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Zaichkowsky, 1986). 관여도는 크게 개인적 관여(personal 

involvement), 상황적 관여(situational involvement)로 구성된다

(Zaichkowsky, 1985). 여기서 개인적 관여란 개인이 특정 대상에 대하여 

가지는 내재적 관심 혹은 가치를 의미하며, 상황적 관여란 일시적으로 대상

에 대하여 가지는 관련성의 증가를 의미한다. 어떤 사람이 대상에 대해 가

지는 관여도는 이 두 가지 요인에 의해 정해진다(Zaichkowsky, 1985). 사

회과학 연구는 관여도 개념 사용 시 위 두 가지 개념을 모두 포함시키기도 

하고, 개별적으로 다루기도 하는데, 본 연구는 개인적 관여에 초점을 둔 패

션 관여도와 명품 관여도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의미

하는 패션 관여도는 개인이 지각하는 패션과의 관련성 혹은 중요성의 정도

를 의미하며, 명품 관여도는 개인이 지각하는 패션과의 관련성 혹은 중요성

의 정도로 각각 정의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명품 관여도는 패션 

명품에 대한 관여도에 국한한다. 

패션이라는 용어는 명품(패션)의 상위 개념으로 이 두 가지 개념은 같은 

의복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유사성을 보이기는 하지만 명품 제품이 보이

는 희소성, 차별성, 독점성과 같은 특성은 일반 제품의 특성과는 구별된다

(최선형, 2003). 또한 제품에 대한 관여를 형성하는 데 있어 제품의 가격, 

상표는 중요한 요소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Rothschild, 1984; 진병호, 

1998; 최선형, 2003), 고가의 명품 제품과 일반적인 패션 제품에 대한 관

여도는 다를 것으로 판단되어 패션 관여도와 명품 관여도를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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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상호작용 커뮤니케이션 모형의 구성요소 중 심리적 잡음에 대하여 

언급하였는데, 특히 심리적 잡음은 수신자의 내적 요인에 의해 커뮤니케이

션 효과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청자의 패션 관여도와 

명품 관여도 수준에 따라 명품 하울 영상 크리에이터의 메시지 전달 즉, 커

뮤니케이션 효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았다. 이는 선택적 노출(selective 

exposure)의 일환으로 자신이 관심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 외에 내용에 대해서는 회피하는 경향을 의미한다(오미영, 

2017). 즉, 시청자가 패션 혹은 명품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관심의 정도에 

따라 명품 하울 영상 크리에이터의 커뮤니케이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 연구에서 관여도는 

예측변수 및 변수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조절변수로서 사용되어 왔으며(이

종민, 류춘열, 박상희, 2007), 설득의 효과는 관여도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다(김혜성, 최경진, 2009). 관여도가 낮을수록 메시지가 아닌 주변 단서에 

따라 태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큰 반면, 관여도가 높을수록 메시지 자체에 

대한 인지적 반응에 의하여 태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종민 외, 2007). 이는 Petty and Cacioppo(1986)가 제안한 정교화 가

능성 모형(ELM: Elaboration Likelihood Model)으로 설명 가능한데, 정교

화 가능성 모형에 의하면 소비자의 제품 태도 형성은 소비자의 관여 상태에 

따라 중심 경로(central route)와 주변 경로(peripheral route)를 통해 정보 

처리가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즉, 대상에 대하여 관여도가 높은 경우 중심 

경로를 통해 태도가 형성되기 쉬우며, 반대로 관여도가 낮을 경우 주변 경

로를 통하여 태도가 형성된다는 점이다. Forret and Turban(1996)는 면접

관과 면접 대상자와의 커뮤니케이션(면접 상황)에서 구직자의 능력과 자격

요건, 질문에 대한 응답 등을 중심 경로로 설정하였고, 외형, 목소리의 떨림

과 같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주변 경로로 구분한 바 있다. 이를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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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맥락에 적용해보면, 메시지가 전달되는 주된 경로인 언어적 커뮤니케이

션은 중심 경로,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되는 비언어

적 커뮤니케이션은 주변 경로로 대치가 가능하다. 이로부터 패션 관여도와 

명품 관여도가 높은 시청자의 경우, 크리에이터의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고, 반대로 패션 관여도와 명품 

관여도가 낮은 시청자의 경우, 크리에이터의 언어적 커뮤니케이션보다 비언

어적 커뮤니케이션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광고 효과 혹은 설득 효과에 있어서 관여도에 의한 조절효과는 주

로 저관여 제품에서 이루어졌으며, 고관여 제품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 

관여도에 의한 설득 효과 변화의 결과가 일관성을 보이지 않으며 제품 군별

로 그 결과가 상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혜성, 최경진, 2009). 명품은 

대표적인 고관여 제품이기 때문에 명품 하울 영상 크리에이터의 커뮤니케이

션 효과가 패션 관여도와 명품 관여도에 의해 어떤 형태로 조절될 것인지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 문제의 경우 별도의 가설을 설정

하지 않으며, 해당 연구 문제에 대해서는 탐색적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53 

 

제 3 장  연구 방법 및 절차 

 

제 1 절  연구 문제 및 연구 모형 

 

본 절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 연구의 고찰 내용을 바탕으로 실증적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와 연구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

의 큰 흐름은 Weiner(1948)의 상호작용 커뮤니케이션 모델에 근거하여, 

크리에이터의 커뮤니케이션 요소가 시청자의 유튜브 채널 구독으로 이어지

는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였다.  

상호작용 커뮤니케이션 모델에 의하면 정보원(source)의 메시지는 수신

자(receiver)로 하여금 특정 반응(effect)을 유발하고 나아가 수신자들은 

메시지 수신에 대한 작용으로 어떤 행동(feedback)을 한다고 하였다. 이로

부터 크리에이터의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전문성, 주장 설득력, 감정이입)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신체언어, 의사언어, 신체외형) 메시지를 받은 시청

자가 콘텐츠를 재미있고(유희성), 유익하고(정보성), 믿을만하다고(신뢰성) 

지각하였을 때 이에 대한 반응으로 해당 채널을 구독하거나(구독의도), 해

당 채널에서 소개한 제품을 구매(구매의도)할 것 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

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크리에이터의 커뮤니케이션 특성으로부터 

시청자가 지각하는 콘텐츠 정보 속성이 해당 채널에 대한 구독의도와 채널

에 등장하는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데 있다. <그

림 3-1>은 지금까지 살펴본 상호작용 커뮤니케이션 구성 요소를 바탕으로 

본 연구 맥락에 맞게 도식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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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연구 맥락을 적용한 상호작용 커뮤니케이션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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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문제 및 가설 설정 

 

크리에이터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주체이며, 시청자들에게 메시지를 정확

하고 명확하게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크리에이터에게 효과적인 언어적 커뮤

니케이션 능력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요소

를 전문성, 주장 설득력, 감정이입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요

소들이 효과적으로 작용하여 메시지가 전달되었을 때, 시청자가 지각하는 

영상 콘텐츠의 정보 속성은 높게 평가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유튜브 명품 하울 영상 크리에이터의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요소에 

따라 콘텐츠 정보 속성에 대한 지각에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연구 문제 1. 유튜브 명품 하울 영상 크리에이터의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특성(전문성, 주장 설득력, 감정이입)이 지각된 콘텐츠 정보 속성(유희성, 

정보성, 신뢰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본다. 

 

가설 1-1. 크리에이터의 전문성(a), 주장 설득력(b), 감정이입(c) 커뮤

니케이션 특성은 시청자의 콘텐츠 유희성 지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크리에이터의 전문성(a), 주장 설득력(b), 감정이입(c) 커뮤

니케이션 특성은 시청자의 콘텐츠 정보성 지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크리에이터의 전문성(a), 주장 설득력(b), 감정이입(c) 커뮤

니케이션 특성은 시청자의 콘텐츠 신뢰성 지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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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이미지는 언어적 자극보다는 시각적, 청

각적 자극과 같은 비언어적 자극이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Mehrabian, 1971), 언어적 커뮤니케이션만큼 비언어적 커뮤니

케이션 또한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에 있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비언어

적 커뮤니케이션 요소를 신체언어, 의사언어, 신체외형으로 구성하였는데, 

이러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요소가 어떤 명시적인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

지만 분위기나 감정의 전달에 있어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Delmonte, 1991). 따라서 크리에이터의 비언어적 커뮤

니케이션 요소는 시청자가 지각하는 콘텐츠 정보 속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상되지만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요소와 지각된 콘텐츠 정보 속성 요

소 간의 정확한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유튜브 명품 

하울 영상 크리에이터의 지각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따라 콘텐츠 정보 

속성에 대한 지각에 차이를 보일 것이라 예상한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연구 문제와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 2. 유튜브 명품 하울 영상 크리에이터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특성(신체언어, 의사언어, 신체외형)이 지각된 콘텐츠 정보 속성(유희성, 

정보성, 신뢰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본다. 

 

가설 2-1. 크리에이터의 신체언어(d), 의사언어(e), 신체외형(f) 커뮤

니케이션 특성은 시청자의 콘텐츠 유희성 지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크리에이터의 신체언어(d), 의사언어(e), 신체외형(f) 커뮤

니케이션 특성은 시청자의 콘텐츠 정보성 지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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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3. 크리에이터의 신체언어(d), 의사언어(e), 신체외형(f) 커뮤

니케이션 특성은 시청자의 콘텐츠 신뢰성 지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유튜브에서 높게 지각된 콘텐츠 정보 속성은 곧 영상에 대한 긍정적 평가

를 의미하기 때문에, 콘텐츠 정보 속성 수준에 채널을 구독할 가능성이 달

라질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명품 하울 영상의 콘텐츠 정보 속성에 대한 긍

정적인 평가는 영상에서 소개된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튜브 명품 하울 영상 크리에이터의 언어적·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를 통하여 생성된 시청자의 지각된 콘텐츠 정보 속성이 

해당 유튜브 채널에 대한 구독의도와 시청한 영상에서 소개된 명품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 바탕으로 설

정한 연구 문제와 구체적인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3. 시청자가 지각하는 콘텐츠 정보 속성(유희성, 정보성, 신뢰성)

이 유튜브 해당 채널의 구독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본다. 

 

가설 3-1. 시청자의 지각된 콘텐츠 유희성은 해당 유튜브 채널의 구독

의도에 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가설 3-2. 시청자의 지각된 콘텐츠 정보성은 해당 유튜브 채널의 구독

의도에 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가설 3-3. 시청자의 지각된 콘텐츠 신뢰성은 해당 유튜브 채널의 구독

의도에 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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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문제 4. 시청자가 지각하는 콘텐츠 정보 속성(유희성, 정보성, 신뢰성)

이 영상에서 소개된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본다. 

 

가설 4-1. 시청자의 지각된 콘텐츠 유희성은 시청한 명품 하울 영상에

서 소개된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에 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가설 4-2. 시청자의 지각된 콘텐츠 정보성은 시청한 명품 하울 영상에

서 소개된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에 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가설 4-3. 시청자의 지각된 콘텐츠 신뢰성은 시청한 명품 하울 영상에

서 소개된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에 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 심리적 잡음(psychological noise)은 수신자의 내

적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잡음을 의미한다. 심리적 잡음의 다양한 요인

중 선별적 노출은 자신이 관심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커뮤니케이션 효과가 

늘어나는 반면, 관심이 없거나 부정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커뮤니케이션 효

과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하여 명품 하울 영상에서 시청자의 

패션 관여도와 명품 관여도는 크리에이터와 시청자의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조절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연구 문제 5. 명품 하울 영상에서 시청자의 패션 관여도 수준이 크리에이

터와 시청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확인한다. 

 

연구 문제 6. 명품 하울 영상에서 시청자의 명품 관여도 수준이 크리에이

터와 시청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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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6가지 연구 문제에 대한 가설 검정 후, 마지막으로 크리에이터의 언어

적 커뮤니케이션 요소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요소 6개를 투입변수(독립

변수)로, 구독의도를 결과변수(종속변수)로 하여 인공 신경망 분석(ANN: 

Artificial Neural Network)을 실시한다. 인공 신경망 분석은 기존 선형 회

귀 분석 방법에 비해 결과변수에 대한 투입 변수의 관계를 더욱 잘 설명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완성된 모형을 통하여 투입 변수의 중요도

(feature importance)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크리에이터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요소가 구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는데 적절

한 분석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통해 크리에이터가 명품 하울 

영상 콘텐츠 제작 시에 자신 채널의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하여 특별히 더

욱 고려해야 하는 커뮤니케이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확인 하기 위

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7. 크리에이터의 어떤 언어적·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요소와 

구독의도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적합한 인공 신경망 모형을 구성한 

후, 언어적·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요소의 중요도를 통해 크리에이터가 

명품 하울 영상 제작 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커뮤니케이션 요소를 알

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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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모형 

 

연구 가설을 바탕으로 구성한 연구 모형은 <그림 3-2>와 같다. 

 

 

 

<그림 3-2>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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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절에서는 연구 문제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실시한 연구 방법과 절

차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자극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튜브 명품 

하울 영상의 선정 과정과 절차도 기술하였다. 이어서 연구 대상과 선행연구

를 바탕으로 구성한 설문 내용에 대해 다루고 마지막으로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 자극물 선정 

 

자극물 선정의 경우, 실증적 연구를 위하여 유튜브에 업로드되어 있는 실

제 영상을 편집하여 사용하였는데, 유튜브 상에 명품 하울과 관련된 수많은 

영상들이 업로드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자극물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을 두었다.  

첫째, 영상의 조회 수와 구독자 수가 충분히 높아야 한다. 서론에서 언급

하였듯이 본 연구의 목적은 명품 하울 영상의 화제성으로 영상에 우연히 노

출된 시청자들이 크리에이터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특성으로부터 해당 채널

을 구독하는지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회 수와 구독자 수가 높아야 만

이 크리에이터의 커뮤니케이션과 유튜브 채널 구독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영상에 노출되는 사람이 1명이어야 한다. 영상에 

다수의 사람이 출연하는 경우, 크리에이터들의 커뮤니케이션 요소를 어떤 

개인에게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1명의 크리에이터가 등장하는 영상 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셋째, 명품 하울 영상 내에서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을 하

울하여야 한다. 이는 영상에서 하나의 브랜드만을 다룰 경우 영상 콘텐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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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평가가 해당 브랜드에 대한 평가로 편향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연구

에서 사용되는 영상 자극물은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을 다루는 영상으로 한

정하였다. 

이상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영상을 찾기 위하여 유튜브 검색 창에  

“명품 하울”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한 후(검색 기준일, 2019년 7월 28일), 

영상 조회 수(영상 시청 횟수)를 기준으로 정렬하였다. 이어서 위 선정 기

준에 부합하는 3개의 영상을 선택하였다. 선정된 영상의 재생시간이 

20~25분가량으로 다소 길기 때문에 유튜브 상에 업로드되어 있는 영상을 

그대로 연구에 사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었다. 따라서 응답자의 설문 집중도

를 고려하여 기존의 영상을 15분 내로 편집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자극물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3-1>과 같다.  

 

<표 3-1> 영상 자극물 세부 내용 

분 류 채널명 구독자 수 영상 제목 재생 시간 

자극물1 슈스스TV 56만 

명품백 입문자 모두 모여

라! 명품백 입문자를 위한 

슈스스 한혜연의 아주 친

절한 특강! 

14분 

자극물2 한별Hanbyul 80만 
1570만원 질러 왔어요!!!! 

명품 하울/언박싱 같이 뜯

어요!!! 

12분 

자극물3 헤이즐Heizle 70만 
밀라노 명품 하울+ 쇼핑 

Vlog(헤이즐 취향 500% 

화려템 잔뜩!) 

15분 

자료 검색일: 2019년 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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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유튜브 사용자를 대상으로 자극물 노출 후 설문을 실시하는 형

태로 실증적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양적 조사를 위해 전문 리서치 기관

에 의탁하여 기관의 패널을 이용한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본 연구

는 서울대학교 생명 윤리 심의위원회(SNU IRB No. 1911/003-026) 승인 

이후,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 응답자는 한국에 거주하는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제한하였다. 

이는 유튜브 명품 하울 영상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제품이 여성용 제품이며, 

명품 하울 영상의 목표 시청자가 20~30대 여성이기 때문이다(허유선, 

2019). 전반적인 설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소비자들은 앞서 선정한 3개의 명품 하울 영상 

자극물에 무작위로 배치된다. 이어서 연구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설문 응답에 동의한 응답자에 한해 본격적인 

설문이 진행된다. 그 후 설문 참여자는 15분가량의 명품 하울 영상을 시청

한 후, 영상 시청의 집중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상과 관련된 간단한 2개의 

문제를 풀게 되고, 오답이 없을 경우, 본 설문으로 넘어간다. 본 설문의 모

든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설문을 끝으로 설문은 종료된다. 설문을 완료한 사람에게는 소정의 금

액을 제공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크리에이터’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제작한 설문은 응답자의 편의를 위해 크리에이터보다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유튜버’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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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문 문항의 구성 

 

설문 문항은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연구 문제에 대한 양적 연구를 

실시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문항은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문

항을 본 연구의 맥락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는데, 문항의 전반

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설문 문항은 크게 커뮤니케이션 특성에 관한 문항과 지각된 콘텐츠 정

보 속성에 관한 문항 그리고 구독의도와 구매의도에 관한 문항으로 이루어

져 있다. 먼저,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특성에 관한 문항의 경우 전문성 4개 

문항, 주장 설득력 4개 문항, 감정이입 4개 문항,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하

였고,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경우, 신체언어 13개 문항, 의사언어 8개 

문항, 신체 외형 6개 문항 총 32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어서 지각된 

콘텐츠 정보 속성의 경우, 유희성 4개 문항, 정보성 4개 문항, 신뢰성 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종속변수로 사용되는 구독의도와 구

매의도의 경우, 구독의도 4개 문항, 구매의도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추

가적으로 본 연구에서 조절변수로 사용되는 패션 관여도는 5개 문항, 명품 

관여도는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설문에 사용된 모든 문항은 7점 리커

트(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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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평가 척도 

 

크리에이터의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전문성, 주장 설득력, 감정

이입의 3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전문성(expertise)은 크리에이터

가 명품 제품 및 브랜드에 대한 폭넓고 만족할 만한 지식을 제공하는 정도

를 의미하며, 주장 설득력(persuasiveness)은 크리에이터의 주장이 타당하

고, 주장의 근거가 명확하여 납득이 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감정

이입(empathy)은 크리에이터의 감정을 시청자가 느끼고 공감하도록 유도

하는 정도로 조작 정의하였다. 설문 문항은 <표 3-2>와 같다. 

 

<표 3-2>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평가 측정 문항 및 출처 

차원 요인 설문 문항 참고 문헌 

언 

어 

적 

 

커 

뮤 

니 

케 

이 

션 

전문성 

유튜버는 상품 및 브랜드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 보인다. Ohanian 

(1990), 정은이 

& 정의철 

(2013) 

 

유튜버는 제품 및 브랜드에 대한 지식과 만족

할 만한 수준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유튜버는 상품 및 브랜드에 대해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 보인다. 

유튜버는 상품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준다. 

주장 

설득력 

유튜버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다. Orji, Vassileva 

& Mandryk 

(2014), 정은이 

& 정의철 

(2013) 

유튜버의 주장은 납득이 된다. 

유튜버의 주장은 타당하다. 

유튜버의 주장은 설득력 있다. 

감정 

이입 

유튜버가 웃을 때 나도 따라 웃었다. 

Doherty 

(1997), 정은이 

& 정의철 

(2013) 

유튜버의 설명을 들으면서 재미있었다. 

유튜버의 설명을 들으면서 마치 내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 같았다. 

유튜버의 설명을 들으면서 크리에이터의 감정

이 같이 느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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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평가 척도 

 

크리에이터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신체언어, 의사언어, 신체 외형, 

공간적 행위로 구성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Sundram, 2000), 본 연구

의 맥락에서 공간적 행위는 측정될 수 없기 때문에 공간적 행위를 제외한 

신체언어, 의사언어, 신체외형을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신체언어는 얼굴 표정, 시선, 제스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며, 

의사언어는 목소리의 전달력과 목소리의 매력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마지막으로 신체 외형은 외모, 복장, 체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문항으

로 구성하였다. 각 변수의 설문 문항은 <표 3-3>과 같다. 

 

<표 3-3>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평가 측정 문항 및 출처 

차원 요인 설문 문항 참고 문헌 

비 

언 

어 

적 

 

커 

뮤 

니 

케 

이 

션 

신체 

언어 

유튜버의 얼굴 표정은 풍부하다. 

정은이 & 정의

철 (2013) 

유튜버의 얼굴 표정은 자연스럽다. 

유튜버는 말하는 내용과 상황에 따라 적절한 

표정을 짓고 있다. 

유튜버의 응시 방향은 적절하다. 

유튜버는 카메라를 잘 응시한다. 

유튜버의 시선처리는 말하는 내용과 상황에 따

라 적절하다. 

유튜버는 말하는 내용과 상황에 따라 적절한 

손동작을 사용한다. 

유튜버의 고갯짓은 자연스럽다. 

유튜버의 상체 움직임은 자연스럽고 호의적으

로 보인다. 

유튜버의 자세는 안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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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언어 

유튜버의 목소리 크기는 적절하다. 

Burgoon & 

Baesler 

(1991), 권순복 

(2015), 정은이 

& 정의철 

(2013) 

 

유튜버의 목소리 전달 속도는 적절하다. 

비 

언 

어 

적 

 

커 

뮤 

니 

케 

이 

션 

 

 

 

 

유튜버의 목소리 톤은 적절하다. 

유튜버의 발음은 분명하다. 

유튜버의 말투는 매력적이다. 

유튜버의 목소리는 안정감이 있다. 

유튜버의 목소리에서 따뜻함이 느껴진다. 

유튜버의 목소리는 쾌활하다. 

신체 

외형 

유튜버의 인상이 좋다. 

Burgoon & 

Baesler 

(1991), 권순복 

(2015), 정은이 

& 정의철 

(2013) 

유튜버의 외모는 매력적이다. 

유튜버의 헤어스타일은 명품 하울 영상에 적절

하다. 

유튜버의 복장은 명품 하울 영상에 적절하다. 

유튜버의 체형은 명품 하울 영상에 적절하다. 

유튜버의 체형은 매력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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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지각된 콘텐츠 정보 속성 평가 척도 

 

본 연구에서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효과(effect) 부분에 해당하는 지각

된 콘텐츠 정보 속성은 시청자가 영상을 통해 지각하는 영상 콘텐츠의 유용

성을 의미하며, 유희성, 정보성, 신뢰성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다. 유희성 

(entertainment)은 영상 시청을 통해 즐거움, 재미, 흥미를 스스로 지각하

는 정도로 조작 정의하였다. 정보성(informativeness)은 영상에서 제공되

는 정보가 시청자와 얼마나 관련이 있으며, 얼마나 적절한 시점에 제공되는

가를 의미한다. 신뢰성(reliability)은 크리에이터가 커뮤니케이션의 주제와 

관련된 정보 제공 시 편견이 없는 의견과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

라고 시청자가 인식하는 정도를 뜻한다. 지각된 콘텐츠 정보 속성을 측정하

기 위한 설문 문항은 <표 3-4>와 같다. 

 

<표 3-4> 지각된 콘텐츠 정보 속성 평가 문항 및 출처 

차원 요인 설문 문항 참고 문헌 

지 

각 

된 

 

콘 

텐 

츠 

 

정 

보 

 

속 

성 

유희성 

유튜버의 영상은 재미있다. 

Zhou & Bao 

(2002) 

영상의 내용은 재미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영상을 시청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영상의 내용은 흥미롭다. 

정보성 

영상의 정보는 최신정보이다. 

Ducoffe 

(1996), Zhou 

& Bao (2002) 

나는 시청한 영상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  

시청한 영상은 나와 관련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  

내가 명품 제품에 대한 구매 계획이 있다면 영

상의 정보는 도움이 될 것 같다. 

신뢰성 

이 영상은 나에게 믿을 만한 정보를 제공한다. 
박세현 & 정기

한 (2015) 이 영상의 내용은 정확할 것 같다. 

이 영상의 내용은 진실되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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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구독의도 평가 척도 

 

본 연구는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해당 유튜브 채

널의 다른 영상을 계속해서 보고 싶은 욕구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즉, 유튜

브에서 구독은 채널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는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본 연구는 구독의도를 시청자가 자신의 긍정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방송을 

재시청할 가능성으로 조작 정의하였다. 구독의도의 측정은 재시청의도에 관

한 선행연구의 척도를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설문 문항은 <표 3-5>와 같

다. 

 

<표 3-5> 구독의도 평가 문항 및 출처 

차원 설문 문항 참고 문헌 

구독의도 

나는 이 채널의 영상을 지속적으로 보고 싶다. 

공성배, 정연성 

& 이원희 

(2010), 강유원 

& 박장기 

(2010) 

나는 이 채널의 다른 영상도 보고 싶다. 

나는 이 채널의 영상을 계속 시청할 의사가 있다. 

나는 명품 하울과 관련된 다른 채널보다는 이 

채널을 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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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구매의도 평가 척도 

 

구매의도란 특정한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개인의 의도, 계획된 행동

이 신념과 태도로 전이되어 행동화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정의

하는 구매의도는 유튜브 명품 하울 영상에서 크리에이터가 소개하는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시청자의 의도가 행동화될 가능성으로 조작 정의하였다. 

구매의도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 문항은 <표 3-6>과 같다. 

 

<표 3-6> 구매의도 평가 문항 및 출처 

차원 설문 문항 참고 문헌 

구매의도 

나는 영상에서 소개한 명품 브랜드 혹은 제품을 

구매할 의사가 있다. 

Lee & Watkins 

(2016), 

Alalwan 

(2018) 

내가 명품 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 영상에서 소

개한 명품 브랜드 혹은 제품을 고려할 것 같다. 

이 영상에서 소개된 제품은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제품이다. 

나는 영상에서 등장한 제품을 구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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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패션 관여도 평가 척도 

 

본 연구는 크리에이터의 커뮤니케이션 특성과 시청자가 지각하는 콘텐

츠 정보 속성 간의 관계를 시청자가 가지고 있는 내적 요인에 의해 메시지 

전달의 효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청자의 패션 관

여도가 크리에이터의 커뮤니케이션과 지각된 콘텐츠 정보 속성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으로 보았다. 패션 관여도란 패션에 대해서 개인이 지각하는 관련

성 혹은 중요성의 정도를 의미한다. 패션 관여도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 문

항은 <표 3-7>과 같다. 

 

<표 3-7> 패션 관여도 평가 문항 및 출처 

차원 설문 문항 참고 문헌 

패션 관여도 

패션은 나에게 많은 의미가 있다. 

O’Cass & 

McEwen 

(2004), 이종명 

& 이선재 

(2002) 

패션은 나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나는 패션에 관심이 많다. 

패션은 나에게 중요하다. 

나는 패션에 대해 많이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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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명품 관여도 평가 척도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맥락이 명품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 만큼 시청

자의 명품 관여도도 크리에이터의 커뮤니케이션과 지각된 콘텐츠 정보 속성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라고 보았다. 명품 관여도란 명품에 대한 개인의 

관련성 혹은 중요성을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명품 관여도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 문항은 <표 3-8>과 같다. 

 

 

<표 3-8> 명품 관여도 평가 문항 및 출처 

 차원 설문 문항 참고 문헌 

명품 관여도 

나는 명품을 좋아한다. 

고은영 & 황선

진 (2019), 서

용한, 오희선 & 

전민지 (2011) 

나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품 제품을 눈

여겨 보는 편이다. 

나는 명품 브랜드 및 제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명품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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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4.1. 자료의 수집 

 

전문 리서치 기관의 설문 패널을 통하여 전국에 거주하는 20~30대 여성

을 대상으로 2019년 8월에 자료수집이 진행되었다. 응답 과정에서 응답하

지 않은 설문이 있으면 설문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누락된 설문은 없었으

며, 총 337개의 표본이 수집되었고, 337개의 표본이 모두 분석에 사용되었

다. 

 

4.2. 자료의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크게 통계적 분석과 인공 신경망 분석

의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연구 문제 1부터 연구 문제 7까지는 SPSS 

25.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주요 변수 측정에 

사용된 문항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술 통계, 변수의 구조 

파악과 타당성 검정을 위한 요인분석, 연구 모형에서 변수 간 관계 및 영향

력 확인을 위한 경로분석(회귀분석), 조절효과 검정을 위한 위계적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SPSS 통계 프로그램을 통한 분석 방법은 이미 학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개념이자 분석 방법이기 때문에 본 서에서 자세히 다룰 필요가 없다고 판단

되지만, 인공 신경망 분석의 경우 최근 주목받고 있는 방법으로 아직은 보

편적이지 않기 때문에 해당 개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인

공 신경망 분석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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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인공 신경망의 개념 

 

인공 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이란 뉴런과 시냅스로 구성된 사람 

뇌의 구조를 모방한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방법을 말한다. <그림 3-

2>는 인공 뉴런의 작동 원리를 도식화한 것이며(Boone & Roehm, 2002), 

이러한 형태를 퍼셉트론(perceptron)이라 한다(Rosenblatt, 1958). 그림과 

같이 입력 노드와 가중치 곱의 합(선형 결합)이 다음 노드에 전달되며, 전

달받은 값은 활성 함수(activation function)를 거쳐 계산된 값이 임계치를 

넘으면 1, 아니면 0을 출력하는 형태로 작동된다. 

 

 

 

 

 

 

 

 

 

 

 

 

 

 

 

 

<그림 3-2> 퍼셉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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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뉴런의 개발 이후, 단순 선형으로 해결되지 않는 조금 더 복잡한 형

태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개발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은닉층이 있는 피드

포워드 신경망(feedforward neural network)을 다층 신경망 (multi-layer 

neural net)이라 한다. 쉽게 말하자면, 앞서 설명한 퍼셉트론을 상하좌우로 

길게 연결한 형태로 이해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다층 신경망은 공급 뉴런으

로 이루어진 입력층(input layer), 계산 뉴런들로 이루어진 하나 이상의 은

닉층(hidden layer), 은닉층으로부터 값을 전달받아 계산하는 출력층

(output layer)으로 구성된다. 입력 신호는 한 층씩 순방향으로 전파되며, <

그림 3-3>은 3개의 입력 노드로 구성된 입력층, 2개의 은닉층, 2개의 출력 

노드로 구성된 다층 신경망을 구조화한 것이다(Gardner & Dorling, 1998). 

 

 

  

 

 

<그림 3-3> 다층 신경망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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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층은 데이터 특징(feature)으로 구성되며, 이는 통계학에서 말하는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에 해당된다. 출력층은 원하는 값, 혹은 예

측하고자 하는 값으로, 통계학에서 의미하는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

가 여기 해당된다.  

특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 모델을 구성할 때 적합한 은닉층의 개수와 

은닉층 내 노드의 개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델의 정확도 혹은 성능을 

높이는 은닉층의 개수와 은닉층 내 노드의 개수를 설정하는 것은 연구자의 

몫이다. 은닉층의 개수가 많고, 은닉층 내 노드의 개수가 많아지는 경우를 

딥러닝이라고 하며, 은닉층의 개수가 2개 이하인 경우, 쉘로우 러닝

(shallow learning)이라 칭하기도 한다.  

 

 

4.2.2. 인공 신경망의 학습 

 

신경망의 성능은 크로스 엔트로피(cross-entropy)로 측정하며, 기울기 

하강 알고리즘(gradient descent algorithm)을 이용한 역전파법(back 

propagation)을 통하여 학습이 이루어진다(Rumelhart, Hinton & Wiliams, 

1986). 역전파법에 의한 학습은 크게 전향 전파 (forward propagation)와 

후향 전파(backward propagation)로 나뉘는데, 전향 전파에서는 입력층에 

제공된 입력 값에 연결 가중치를 곱하여 그에 따라 출력값이 계산된다. 실

제 값과 출력값과의 차이를 제곱한 값이 평균제곱오차(크로스엔트로피)이며, 

평균제곱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후향적 단계에서 연결가중치를 조정한다. 

이러한 전향전파와 후향전파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며 학습이 진행된다 

(Freeman & Skapura, 1991). 이때 가중치 변화를 얼마나 줄 것인지 정하

는 파라미터(parameter)가 학습율(learning rate)이다. 학습률이 작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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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반면, 학습률이 큰 경우 학습 시간은 줄어드는

데 반해 극값에 수렴하지 못하고 발산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학습

률 설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예측 모형 구축에 있어 훈련 데이터, 확인 

데이터, 검정 데이터의 비율을 정하는 것 역시 중요한 문제이다. 전체 데이

터세트를 훈련 데이터 세트(training data set)와 검정 데이터 세트(testing 

data set)로 구분하며, 훈련 데이터 세트는 다시 훈련 데이터와 확인 데이

터(validation data set)로 구분한다. 기계 학습 시에 학습은 훈련 데이터 세

트로 하게 되며, 만들어진 모형의 정확도 검정은 확인 데이터 세트로 진행

이 된다. 학습의 과정은 훈련 데이터 세트와 확인 데이터 세트를 반복하며 

이루어진다. 최종적으로 개발된 모형은 모델의 예측력 확인을 위해 검정 데

이터를 모형에 넣었을 때 나타나는 예측의 정확도(accuracy)가 최종 모형

의 설명력이 된다. <그림 3-4>는 기계학습을 위한 데이터 분할을 시각화한 

것이다(Borovicka, Jirina, Kordik & Jirina, 2012). 

 

 

 

 

 

<그림 3-4> 기계학습을 위한 데이터 분할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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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인공 신경망의 적용 

 

연구 문제 8은 크리에이터의 언어적·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요소와 구

독의 관계를 통해 인공 신경망 분석을 사용하여 구독에 영향을 미치는 커뮤

니케이션 요소의 중요도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인공 신경망 분석 

적용 방법은 <그림 3-5>와 같다.  

먼저 크리에이터의 커뮤니케이션 요소 중 지각된 콘텐츠 정보 속성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 요소를 투입 변수로 선정한다. 이어서 결과 변수인 구

독의도를 양극형의 명목 척도(“구독의도가 있다.”, “구독의도가 없다.”)로 

변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측정한 구독의도 값이 평균 이상인 경우 

구독 의도가 있는 것으로, 평균 미만인 경우 구독 의도가 없는 것으로 설정

한다. 변수 설정 후 기계학습 모형 구성을 위하여 은닉층의 개수와 은닉층 

내 노드의 개수를 정한다. 이후 모형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하여 학습 데이

터와 검정 데이터의 비율을 계속 수정하면서 학습을 진행한 후에 크로스 엔

트로피가 특정 값에 수렴할 때 학습을 중지한다. 마지막으로 투입 변수의 

중요도를 산출한다.  

 

 

<그림 3-5> 인공 신경망 분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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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및 논의 

 

제 1 절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총 337명의 여성 

응답자가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평균 연령은 29.5세였다. 또한 연령의 분포

가 20대부터 30대까지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20~30대 여성 표본이 적절하게 수집되었음을 의

미한다. 또한 응답자의 70%가 결혼을 하지 않았으며, 학력의 경우, 응답자

의 94%가 대학교 재학 이상의 학력으로 응답자의 대부분이 고학력자 임을 

알 수 있었다. 직업은 사무직(44.2%), 학생(20.5%)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

며, 이 둘을 제외하고 나머지 직업은 10% 이하의 낮은 비율을 보였다. 월

평균 가계 수입의 경우,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이 가장 많았으며

(18.4%),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16.3%), 600만 원 이상 800만 

원 미만(15.7%) 순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월평균 패션 상품 소비 지출

액을 확인해 본 결과, 10만 원 미만 지출이 약 32%, 10만 원 이상 30만 원 

미만이 약 41%, 3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이 약 17%, 50만 원 이상이 

약 10%로 나타났다. 2018년 한국인 1인 의복·신발 월 평균 지출액이 15

만 2천 원인 것과 비교해보았을 때(통계청, 2018), 본 설문 응답자들은 소

득 대비 패션 지출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본 연구 설문 응답자의 특징은 교육수준이 

높고, 학생이거나 사무직에 종사하며, 소득 대비 패션 지출이 높은 20~30

대 미혼 여성이라 할 수 있다. 분석 결과는 <표 4-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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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항    목 세 부 범 주 빈 도 백분율 

성    별 
여성 337 100.0 

합계 337 100.0 

연    령 

20세 ~ 24세 74 22.0 

25세 ~ 29세 96 28.5 

30세 ~ 34세 88 26.1 

35세 ~ 39세 79 23.4 

합계 337 100.0 

결혼여부 

미혼 239 70.9 

기혼 98 29.1 

합계 337 100.0 

학    력 

고등학교 졸업 23 6.8 

대학교 재학 53 15.7 

대학교 졸업 228 67.7 

대학원 이상 33 9.8 

합계 337 100.0 

직    업 

주부 23 6.8 

학생 69 20.5 

사무직 149 44.2 

전문직 27 8.0 

경영 관리직 4 1.2 

전문 기술직 25 7.4 

생산직 근로자 2 0.6 

서비스/판매직 18 5.4 

기타 20 5.9 

합계 33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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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세 부 범 주 빈 도 백분율 

월 평균  

가계 수입 

100만 원 미만 8 2.4 

100만 원 이상 ~ 200만 원 미만 27 8.0 

200만 원 이상 ~ 300만 원 미만 62 18.4 

300만 원 이상 ~ 400만 원 미만 55 16.3 

400만 원 이상 ~ 500만 원 미만 48 14.2 

500만 원 이상 ~ 600만 원 미만 44 13.1 

600만 원 이상 ~ 800만 원 미만 53 15.7 

800만 원 이상 ~ 1,000만 원 미만 21 6.2 

1,000만 원 이상 ~ 1,500만 원 미만 14 4.2 

1,500만 원 이상 5 1.5 

합계 337 100.0 

월 평균  

패션 상품 

구입 지출액 

5만 원 미만 37 11.0 

5만 원 이상 ~ 10만 원 미만 70 20.8 

10만 원 이상 ~ 30만 원 미만 138 40.9 

30만 원 이상 ~ 50만 원 미만 58 17.2 

50만 원 이상 ~ 100만 원 미만 24 7.1 

100만 원 이상 ～ 200만 원 미만 6 1.8 

200만 원 이상 4 1.2 

합계 33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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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연구가 유튜브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응답자들의 유튜브 

사용 수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1주일에 1시간 미만으로 유튜브를 시청

하는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15%었으며, 1주일에 1시간 이상 3시간 미만

의 경우 약 40%로 나타났다. 1주일에 3시간 이상 5시간 미만으로 유튜브

를 시청하는 응답자가 22%였으며, 5시간 이상 시청하는 사람도 23%로 상

당히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독하고 있는 채널의 개수를 

살펴보면 5개 미만의 채널을 구독하고 있는 사람이 30%, 5개 이상 10개 

미만이 28%, 10개 이상 20개 미만이 23%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개인이 

구독하고 있는 채널 중 패션 및 뷰티 관련 구독하고 있는 채널의 수도 확인

하였는데, 채널의 개수가 5개 미만이 84%로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의 대부

분이 패션 및 뷰티 관련 유튜브 채널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유튜브 프리미엄(YouTube RED)의 사용 경험 및 현재 사용 여부 역

시 확인하였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로 한 

달에 약 8000원 정도의 금액을 지불하면 이용가능하다. 유튜브 프리미엄의 

주된 기능은 동영상 시청 시 나오는 광고가 사라지며, 동영상을 저장하여 

오프라인에서 이용 가능하다(유튜브 FAQ, 2019). 본 연구 응답자의 약 10%

는 현재 유튜브 프리미엄을 사용하고 있으며, 약 25%는 유튜브 프리미엄의 

사용 경험이 있지만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사용 경험이 전무

한 응답자가 약 66%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유튜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튜브 프리미엄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유튜브 

관여가 낮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역으로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유튜브 프리

미엄을 사용하는 사람은 유튜브 관여도 및 사용 정도가 높은 사람이라는 것

을 유추할 수 있다. 분석 결과는 <표 4-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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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응답자의 유투브 사용 수준 

항    목 세 부 범 주 빈 도 백분율 

주 평균 

유튜브  

시청 시간 

1시간 미만 51 15.1 

1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134 39.8 

3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74 22.0 

5시간 이상 78 23.1 

합계 337 100.0 

구독 

채널 개수 

5개 미만 103 30.6 

5개 이상 ~ 10개 미만 93 27.6 

10개 이상 ~ 20개 미만 76 22.5 

20개 이상 ~ 30개 미만 28 8.3 

30개 이상 ~ 40개 미만 12 3.6 

40개 이상 ~ 50개 미만 8 2.4 

50개 이상 17 5.0 

합계 337 100.0 

구독 

채널 개수 

(패션 관련) 

5개 미만 282 83.7 

5개 이상 ~ 10개 미만 28 8.3 

10개 이상 ~ 20개 미만 20 5.9 

20개 이상 7 2.1 

합계 337 100.0 

유튜브  

프리미엄 

사용 유무 

사용 중 31 9.2 

사용 경험은 있지만 현재 미사용 84 24.9 

사용 경험 없고 현재 미사용 222 65.9 

합계 33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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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측정 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정 

 
본 절에서는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선행 연구를 통해 구성한 척도의 타당

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타당도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잘 측정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개념이며, 신뢰도란 측정치가 얼마나 믿을

만한가의 정도를 나타낸다. 즉,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충족되어야 만이 

척도를 바탕으로 한 연구 결과가 비로소 의미가 있게 된다.,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타당도 검정을 위하여 주성분분석(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통해 하나의 변수를 구성하는 공통요인을 추출한다. 회전 방법

으로는 요인분석에서 자주 사용되는 베리맥스 직교 회전(Varimax 

Orthogonal Rotation)이 사용되었다. 이때, 고유값 1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고유값 1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요인 수를 지정하였다. 이어서 

신뢰도 계수를 통해 동일한 변수를 측정한 문항이 내적 일관성을 가지는지 

확인한다. 이후 요인 분석의 결과로 선별된 척도(문항)의 평균값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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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어적·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정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전문성, 주장 설득력, 감정

이입의 3가지 요인으로 구성하였으며,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신체언어, 

의사언어, 신체외형으로 구성하였다. 문항은 총 36개(전문성 4개 문항, 주

장 설득력 4개 문항, 감정이입 4개 문항, 신체언어 10개 문항, 의사언어 8

개 문항, 신체외형 6개 문항)로 구성하였는데, 고윳값 1을 기준으로 베리맥

스 회전을 적용한 요인 분석 결과, 요인이 5개로 축소되어 커뮤니케이션 특

성 6가지 차원이 구분되지 않았다. 따라서 추출 요인의 개수를 6개로 지정

하고 다시 요인 분석을 하여 동일한 차원으로 분류되지 않는 문항 5가지

(신체언어 3개 문항, 의사언어 1개 문항, 신체외형 1개 문항)을 제거하였다. 

그 결과, 모든 요인이 고유치 1 이상으로 나타났다.  

요인 부하량은 각 변수와 요인 사이의 상관관계 정도를 나타내는데, 일반

적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요인 부하량의 최저 기준을 0.5로 보고 있다. 

분석 결과 각 문항의 요인 부하량은 .606 ~ .822의 값을 보임에 따라 요인 

부하량의 최저 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언어적·비언어적 커뮤니

케이션의 31개 문항은 총 분산의 77.39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척

도의 타당성이 검정되었다. 척도의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값인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α)는 0.7 이상일 때 척도의 신뢰도가 있다고 하는데, 분

석 결과의 값을 살펴보면 모든 요인의 크론바흐 알파 값이 .892보다 높은 

값을 보여 척도의 신뢰도도 검정되었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4-3>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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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언어적·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정 결과 

차

원 
요인 설문 문항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누적) 
신뢰도 

언 

어 

적 

 

커 

뮤 

니 

케 

이 

션 

전문

성 

유튜버는 상품 및 브랜드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

어 보인다. 

.822 

2.459 
11.214 

(11.214) 
.903 

유튜버는 제품 및 브랜드에 

대한 지식과 만족할 만한 수

준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803 

유튜버는 상품 및 브랜드에 

대해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

어 보인다. 

.758 

유튜버는 상품에 대하여 자세

히 설명해 준다. 
.751 

주장 

설득

력 

유튜버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다. 
.812 

2.338 
10.870 

(22.084) 
.928 유튜버의 주장은 납득이 된다.  .767 

유튜버의 주장은 타당하다. .761 

유튜버의 주장은 설득력 있다.  .715 

감정 

이입 

유튜버가 웃을 때 나도 따라 

웃었다. 
.783 

2.145 
10.449 

(32.533) 
.892 

유튜버의 설명을 들으면서 재

미있었다. 
.720 

유튜버의 설명을 들으면서 마

치 내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 

같았다. 

.715 

유튜버의 설명을 들으면서 크

리에이터의 감정이 같이 느껴

졌다.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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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언 

어 

적 

 

커 

뮤 

니 

케 

이 

션 

 

 

 

 

 

 

 

신체 

언어 

유튜버의 응시 방향은 적절하다. .809 

 

 

 

 

 

 

 

 

5.211 

 

 

 

 

 

 

 

 

22.757 

(55.29) 

 

 

 

 

 

 

 

 

.958 

유튜버의 시선처리는 말하는 

내용과 상황에 따라 적절 하다. 
.804 

유튜버는 카메라를 잘 응시한다. .783 

유튜버는 말하는 내용과 상황

에 따라 적절한 표정을 짓고 

있다. 

.710 

유튜버의 고갯짓은 자연스럽다. .709 

유튜버의 얼굴 표정은 자연스

럽다. 
.700 

유튜버는 말하는 내용과 상황

에 따라 적절한 손동작을 사

용한다. 

.698 

유튜버의 상체 움직임은 자연

스럽고 호의적으로 보인다. 
.680 

유튜버의 자세는 안정적이다. .655 

유튜버의 얼굴 표정은 풍부하다. .649 

의사 

언어 

유튜버의 목소리는 안정감이 

있다. 
.748 

1.865 
9.861 

(65.151) 
.897 

유튜버의 목소리에서 따뜻함

이 느껴진다. 
.726 

유튜버의 발음은 분명하다. .641 

유튜버의 목소리 톤은 적절하다. .606 

신체 

외형 

유튜버의 체형은 명품 하울 

영상에 적절하다. 
.775 

2.609 
12.242 

(77.393) 
.903 

유튜버의 헤어스타일은 명품 

하울 영상에 적절하다. 
.771 

유튜버의 복장은 명품 하울 

영상에 적절하다. 
.719 

유튜버의 체형은 매력적이다. .706 

유튜버의 외모는 매력적이다.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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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각된 콘텐츠 정보 속성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정 

 

본 연구는 시청자가 지각하는 유튜브 명품 하울 영상 콘텐츠의 정보 속성

을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유희성, 정보성, 신뢰성의 3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

성하였다. 이때 문항은 유희성 4개 문항, 정보성 4개 문항, 신뢰성 3개로 

구성하였다.  지각된 콘텐츠 정보 속성의 타당도와 신뢰도는 앞서 언어적·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검정하였다. 우선 요인분석은 

고윳값 1을 기준으로 베리맥스 회전을 적용하였으나, 차원이 3개로 구분되

지 않아 요인의 개수를 3개로 지정하여 다시 요인분석하였다. 이때 정보성

을 측정한 문항 중 1개의 문항이 정보성이 아닌 다른 차원으로 분류되어 

해당 문항을 제거하고 다시 요인분석이 실시 되었다. 

요인 분석 결과, 유희성, 정보성, 신뢰성 3가지 요인 모두 고유치가 1보

다 컸으며, 요인 부하량 역시 .642 ~ .854의 값을 보임에 따라 모든 문항의 

요인 부하량이 기준치인 0.6보다 크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어서 유희성, 

정보성, 신뢰성이 지각된 콘텐츠 정보 속성이라는 변수의 약 86%를 설명하

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로써 지각된 콘텐츠 정보 속성이 적절한 타

당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척도의 신뢰도 검정을 위하

여 크론바흐 알파 값을 살펴본 결과, 유희성(.947), 정보성(.865), 신뢰성

(.938) 모두 높은 수준의 내적 신뢰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각된 

콘텐츠 정보 속성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정 결과는 <표 4-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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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지각된 콘텐츠 정보 속성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정 결과 

요인 설문 문항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누적) 
신뢰도 

유희성 

영상을 시청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834 

2.634 34.304 .947 

유튜버의 영상은 재미있다. .832 

영상의 내용은 흥미롭다. .796 

영상의 내용은 재미있는 경험을 제

공한다. 
.783 

정보성 

영상의 정보는 최신정보이다. .751 

1.493 
22.573 

(56.877) 
.865 

나는 시청한 영상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 
.719 

내가 명품 제품에 대한 구매 계획

이 있다면 영상의 정보는 도움이 

될 것 같다. 

.642 

신뢰성 

이 영상의 내용은 정확할 것 같다. .854 

1.983 
29.011 

(85.888) 
.938 이 영상의 내용은 진실되어 보인다. .842 

이 영상은 나에게 믿을 만한 정보

를 제공한다.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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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독의도와 구매의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정 

 

이어서 구독의도와 구매의도에대한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정하였다. 구독

의도와 구매의도는 각 4개 문항씩 총 8개의 문항을 대상으로 요인분석되었

다. 요인의 개수를 2개로 지정하여 요인분석하였고, 이때 탈락한 문항은 없

었다. 구독의도와 구매의도 모두 고유치가 1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요인 부

하량 역시 .637 이상의 값을 보였다. 크론바흐 알파 값을 살펴보면 구독의

도와 구매의도 모두 0.9 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구독의도와 구매의도

가 높은 내적 신뢰도를 보임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는 <표 4-5>와 같다. 

 

<표 4-5> 구독의도와 구매의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정 결과 

요인 설문 문항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누적) 
신뢰도 

구독의도 

나는 이 채널의 다른 영상도 보

고 싶다. 
.869 

2.788 
45.762 

(45.762) 
.963 

나는 이 채널의 영상을 지속적

으로 보고 싶다. 
.833 

나는 이 채널의 영상을 계속 시

청할 의사가 있다. 
.830 

나는 명품 하울과 관련된 다른 채

널보다는 이 채널을 볼 것 같다. 
.806 

구매의도 

나는 영상에서 소개한 명품 브

랜드 혹은 제품을 구매할 의사

가 있다. 

.840 

2.308 
38.894 

(84.656) 
.910 

나는 영상에서 등장한 제품을 

구매할 것이다. 
.825 

이 영상에서 소개된 제품은 구매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제품이다. 
.718 

내가 명품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 영상에서 소개한 명품 브랜

드 혹은 제품을 고려할 것 같다.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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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절 변수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정 

 

 본 연구에서 조절 변수로 사용되는 패션 관여도, 명품 관여도에 대한 신

뢰도 검정과 타당도 검정을 실시하였다. 명품 관여도와 패션 관여도는 하나

의 큰 개념의 하위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명품 관여도와 패션 관여도를 동

시에 투입하여 요인분석할 필요는 없으며, 변수별로 신뢰도 및 타당도 검정

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패션 관여도와 명품 관여도가 같은 관여도를 

측정하고 있다는 점과 명품이 패션에 포함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2개의 

변수가 구별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명품 관여도, 패션 관여

도를 동시에 투입하여 요인분석하였다.  

패션 관여도 5개 문항, 명품 관여도 4개 문항, 총 9개 문항에 대하여 고

윳값 1을 기준으로 요인분석하였다. 이때 탈락된 문항 없이 2개의 변수가 

잘 구별됨을 확인하였고, 각 문항의 요인 부하량 역시 .830 ~ .918의 값의 

범위로 높은 수준의 요인 부하량을 보였다. 또한 각 변수의 고유치 역시 모

두 1을 넘기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로써 패션 관여도, 명품 관여도의 타

당도가 확인되었다. 이어서 각 변수를 구성하는 문항의 크론바흐 알파 값을 

살펴본 결과, 패션 관여도(.968), 명품 관여도 (.931) 2개 변수 모두 높은 

내적 일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인 요인 분석 결과는 <표 

4-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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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조절변수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정 결과 

요인 설문 문항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누적) 
신뢰도 

패션 

관여도 

패션은 나에게 중요하다. .918 

4.069 
67.179 

(67.179) 
.968 

나는 패션에 대해 많이 생각한다. .908 

나는 패션에 관심이 많다. .904 

패션은 나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

이다. 
.897 

패션은 나에게 많은 의미가 있다. .883 

명품 

관여도 

나는 명품 브랜드 및 제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900 

3.051 
19.021 

(86.200) 
.931 

나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

품 제품을 눈여겨 보는 편이다. 
.885 

나는 명품을 좋아한다. .877 

나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상대적

으로 명품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편이다.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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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변수의 기술 통계 

 

본 절에서는 분석에 사용한 변수의 기술 통계량을 통해 수집한 자료의 기

초적인 형태와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에는 언어적 커뮤니

케이션 3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3개, 지각된 콘텐츠 정보 속성 3개, 구

독의도 1개, 구매의도 1개, 그 외 조절 변수 2개, 총 13개의 변수가 사용되

었으며, 사용된 13개 변수의 기술 통계량은 <표 4-7>과 같다. 모든 변수

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7점(“매우 그렇다.”)의 리커트(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SPSS 25.0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기술 통계량으는 

표본 수,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가 사용되었다.  

모든 변수의 표본 개수는 337개로 동일하다. 변수의 최솟값과 최댓값을 

살펴보면, 전문성과 신체외형을 제외한 모든 변수의 최솟값은 1로 나타났으

며, 주장 설득력을 제외한 모든 변수의 최댓값이 7로 나타났다.  

구독의도, 구매의도, 명품 관여도를 제외한 모든 변수의 평균이 척도의 

중앙값(센터)인 4점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크리에이터가 하울하는 

제품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상품 및 브랜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측정한 전

문성(M=5.07, SD=1.16)과, 영상에 노출되는 크리에이터의 자세, 표정, 시

선 등을 측정한 신체언어(M=5.18, SD=0.95)가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반

면 구독의도(M=3.72, SD=1.67), 구매의도(M=3.66, SD=1.46), 명품 관

여도(M=3.31, SD=1.48)가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값을 보였다. 특히 구독

의도의 경우 모든 변수 중에서 가장 높은 표준편차 값을 보였는데, 이는 명

품 하울 자극물 영상을 시청한 시청자의 구독의도에 대한 평가가 다른 변수

에 비하여 평균을 중심으로 다소 넓게 분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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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변수의 기술 통계량 

변 수 하위 요인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전문성 1.50 7.00 5.07 1.16 

주장 설득력 1.00 6.75 4.26 1.10 

감정이입 1.00 7.00 4.20 1.41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신체언어 1.00 7.00 5.18 0.95 

의사언어 1.00 7.00 4.86 1.02 

신체외형 1.20 7.00 4.83 1.04 

지각된 

콘텐츠 

정보 속성 

유희성 1.00 7.00 4.39 1.45 

정보성 1.00 7.00 4.72 1.22 

신뢰성 1.00 7.00 4.56 1.21 

구독의도 1.00 7.00 3.72 1.67 

구매의도 1.00 7.00 3.66 1.46 

크리에이터 인지도 1.00 7.00 3.93 1.75 

패션 관여도 1.00 7.00 4.05 1.41 

명품 관여도 1.00 7.00 3.31 1.48 

Note: 모든 변수는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 

“매우 그렇다.”), N=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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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집단 간 동질성 검정 

 

본 절에서는 연구에 사용된 3개의 자극물 집단별 동질성 검정을 확인한

다. 본 검정은 자극물에 할당된 집단 간에 차이가 없음을 확인함으로써 연

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또한 집단별 동질성 검정을 통해 차이가 

나는 변수에 대하여 추후 연구 모형에서 통제변수로 투입시키기 위함이다. 

집단 간 동질성 검정에는 개인 속성 변수인 연령, 패션 관여도, 명품 관여

도가 고려되었고, 추가로 크리에이터의 인지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고자 

크리에이터 인지도를 바탕으로 집단 간 동질성 검정이 수행되었다. 동질성 

검정을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이 사용되었고, 분석 결과는 <표 4-8>과 같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연령, 패션 관여도, 명품 관여도의 경우 집단 간 유

의한 차이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크리에이터 인지도에 있어서는 유

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크리에이터 인지도에 있어서 자극물 

간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며, 인지도 차이가 분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향후 연구 문제 분석에 있어

서 크리에이터 인지도를 연구 모형의 통제변수로 투입하는 것이 적절할 것

으로 판단된다. 

 

<표 4-8> 집단 간 동질성 분석 결과 

              집단 

구분   
자극물1 
n=110 

자극물2 
n=112 

자극물3 
n=115 

F값 

연령 30.16 28.97 29.43 1.354  

패션 관여도 4.23 3.88 4.04 1.771  

명품 관여도 3.44 3.23 3.28 0.591  

크리에이터 인지도 5.33 3.18 3.30 76.171 ***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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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연구 문제 검정 

 

본 절에서는 앞서 설정한 7가지 연구 문제 검정에 대한 검정 방법을 언

급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표 4-9>와 같다. 먼저 다중 회귀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유튜브 명품 하울 영상 

크리에이터의 커뮤니케이션 특성이 시청자가 지각하는 콘텐츠 정보 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나아가 해당 채널에 대한 구독의도와 영상에서 소

개된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 문제 1, 2, 3, 4

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이어서 연구 문제 5, 6의 경우, 유튜브 명품 하울 

영상 크리에이터의 커뮤니케이션 특성과 시청자가 지각하는 콘텐츠 정보 속

성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되는 패션 관여도, 명품 관여도를 위계

적 회귀분석을 통해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 문제 7

의 경우 유튜브 명품 하울 영상 크리에이터의 커뮤니케이션이 직접적으로 

시청자의 구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각 커뮤니케이션 요소의 중요도

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계학습의 한 부분인 인공 신경망을 활용하고자 한다. 

 

<표 4-9> 연구문제 검정 방법 

연구 문제 분석 방법 분석 도구 

1 

회귀분석 

다중회귀분석 

SPSS 25.0 

2 

3 

4 

5 조절회귀분석 

(위계적 회귀 분석) 6 

7 기계학습 인공신경망분석 Python 2.7, SPSS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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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크리에이터의 언어적·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지각된 콘텐츠 정

보 속성에 미치는 영향 

 

본 분석에서는 연구 문제 1과 연구 문제 2의 검정을 위하여 유튜브 명품 

하울 영상 크리에이터의 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시청자가 지각하는 콘텐츠 정보 속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 문제 1의 경우 지각된 콘텐츠 정보 속성에 대한 언어적 커뮤니

케이션의 효과를, 연구 2에서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를 밝히는 것

으로 각각 기술되어 있지만, 분석에 있어서 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비언어

적 커뮤니케이션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3가지 요소(전문성, 주장 설득력, 감정이입)와 비언어적 커

뮤니케이션의 3가지 요소(신체언어, 의사언어, 신체외형), 총 6가지 요소를 

동시에 독립변수로 투입하였고, 지각된 콘텐츠 정보 속성 3가지(유희성, 정

보성, 신뢰성)을 각각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하였다. 또한 분석

에 사용되는 모든 변수는 요인분석 결과에 따른 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

다.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 문제를 다시 기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유튜브 명품 하울 영상 크리에이터의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특성(전문성, 주장 설득력, 감정이입)이 지각된 콘텐츠 정보 속성(유희

성, 정보성, 신뢰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본다. 

 

연구 문제 2. 유튜브 명품 하울 영상 크리에이터의 비언어적 커뮤니케 

이션 특성(신체언어, 의사언어, 신체외형)이 지각된 콘텐츠 정보 속성

(유희성, 정보성, 신뢰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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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유희성에 대한 언어적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효과 

 

유튜브 명품 하울 영상 크리에이터의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전문성, 주장 

설득력, 감정이입)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신체언어, 의사언어, 신체외형)

이 시청자가 지각하는 콘텐츠의 유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이 실시되었다.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전문성, 주장 

설득력, 감정이입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신체언어, 의사언어, 신체외형, 

이렇게 총 6개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고, 유희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분

석하였다. 추가로 크리에이터 인지도를 통제변수로 투입하였고, 분석 결과

는 <표 4-10>과 같다.  

 

<표 4-10> 크리에이터의 커뮤니케이션 특성이 유희성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유희성 

요 인 B β t p 
R2 

(수정 R2) 
F 

크리에이터 인지도 

(통제변수) 
.198 .239 7.104 .000 

.752 

(.746) 
307.407*** 

전문성 .088 .071 1.826 .069 

주장 설득력 -.023 -.017 -0.400 .689 

감정이입 .554 .540 12.347 .000 

신체언어 .046 .031 0.602 .548 

의사언어 .091 .064 1.449 .148 

신체외형 .175 .126 2.991 .003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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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검정에 앞서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F값이 307.407로 p<.000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분석에서 사용된 회귀 모형이 

적합함을 의미한다. 유튜브 명품 하울 영상 크리에이터의 커뮤니케이션 특

성 6개 중 총 2개가 유희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중 연구 문제 1에서 확인하고자 한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유희성에 미치

는 영향에서 감정이입(β=.540, t=12.347, p<.000)이 시청자가 지각하는 

콘텐츠 유희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 문제 2에서 

확인하고자 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유희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신체외

형(β=.126, t=2.991, p<.01)이 시청자가 지각하는 콘텐츠의 유희성에 정

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가설 1-1c, 가설 2-

1c가 지지 되었고, 나머지 가설 1-1a, 가설 1-1b, 가설 2-1a, 가설 2-

1b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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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정보성에 대한 언어적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효과 

 

유튜브 명품 하울 영상 크리에이터의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전문성, 주장 

설득력, 감정이입)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신체언어, 의사언어, 신체외형)

이 시청자가 지각하는 콘텐츠의 정보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앞선 크리에이터의 커뮤니케이션 특성이 

유희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정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전문성, 주장 설득력, 

감정이입, 신체언어, 의사언어, 신체외형, 이렇게 총 6개를 독립변수로 설정

하였고, 정보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4-

11>과 같다.  

 

<표 4-11> 크리에이터의 커뮤니케이션 특성이 정보성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정보성 

요 인 B β t p 
R2 

(수정 R2) 
F 

크리에이터 인지도 

(통제변수) 
-.004 -.006 -0.146 .884 

.650 

(.643) 
87.380*** 

전문성 .314 .245 4.065 .000 

주장 설득력 .066 .057 1.131 .259 

감정이입 .197 .187 4.071 .000 

신체언어 .171 .154 3.002 .003 

의사언어 .260 .299 5.758 .000 

신체외형 .044 .037 0.695 .487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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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F값이 87.380로 p<.000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본 회귀분석에 사용된 회귀 모형이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언어적 커뮤

니케이션의 전문성(β=.245, t=4.065, p<.000), 감정이입(β=.297, 

t=5.977, p<.000)이 시청자가 지각하는 콘텐츠의 정보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경우 신체언어(β

=.154, t=3.002, p<.01)와 의사언어(β=.299, t=5.758, p<.000)가 시청자

가 지각하는 콘텐츠 정보성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가설 1-2a, 가설 1-2c, 가설 2-2a, 가설 2-2b는 지지되었고, 가설 1-

2b, 가설 2-2c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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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신뢰성에 대한 언어적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효과 

 

유튜브 명품 하울 영상 크리에이터의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전문성, 주장 

설득력, 감정이입)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신체언어, 의사언어, 신체외형)

이 시청자가 지각하는 콘텐츠의 신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찬가지로 전문성, 주장 설득력, 감정이입, 신체언어, 의사언어, 신체

외형, 이렇게 총 6개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고, 신뢰성을 종속변수로 설정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4-12>와 같다.  

 

<표 4-12> 크리에이터의 커뮤니케이션 특성이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신뢰성 

요 인 B β t p 
R2 

(수정 R2) 
F 

크리에이터 인지도 

(통제변수) 
-.004 -0.006 -0.146 .884 

.650 

(.643) 
87.380*** 

전문성 .314 .245 4.065 .000 

주장 설득력 .066 .057 1.131 .259 

감정이입 .197 .187 4.071 .000 

신체언어 .171 .154 3.002 .003 

의사언어 .260 .299 5.758 .000 

신체외형 .044 .037 0.695 .487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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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 사용된 회귀 모형의 F값이 87.380으로 p<.000 수준에서 유의하

게 나타나 모형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유튜브 명품 하울 영상 크리에

이터의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특성 중 전문성(β=.245, t=4.065, p<.000)과 

감정이입(β=.187, t=4.071, p<.000)이 시청자가 지각하는 콘텐츠의 신뢰

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경

우 신체언어(β=.154, t=3.002, p<.01)와 의사언어(β=.299, t=5.758, 

p<.000)가 시청자가 지각하는 콘텐츠 신뢰성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가설 1-3a, 가설 1-3c, 가설 2-3a, 가설 2-3b는 지지 

되었고, 가설 1-3b, 가설 2-3c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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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각된 콘텐츠 정보 속성이 구독의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본 분석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먼저, 시청자가 유튜브 

명품 하울 영상을 시청하고 영상으로부터 지각하는 콘텐츠 정보 속성(유희

성, 정보성, 신뢰성)이 해당 채널에 대한 구독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시청자가 지각하는 콘텐츠 정보 속성이 영상에서 소개된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

해 밝히고자 하는 연구 문제 3과 연구 문제 4는 아래와 같다.  

 

 

연구 문제 3. 시청자가 지각하는 콘텐츠 정보 속성(유희성, 정보성, 신뢰성)

이 유튜브 해당 채널의 구독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본다. 

 

 

연구 문제 4. 시청자가 지각하는 콘텐츠 정보 속성(유희성, 정보성, 신뢰성)

이 영상에서 소개된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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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구독의도에 대한 지각된 콘텐츠 정보 속성의 영향 

 

유튜브 명품 하울 영상을 시청한 뒤 시청자가 지각하는 콘텐츠의 유희성, 

정보성, 신뢰성이 해당 채널에 대한 구독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

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유희성, 정보성, 신뢰성을 독립변

수로 설정하였고, 구독의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4-

13>과 같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회귀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F값이 256.538로 

p<.000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정보성을 제외한 유희성(β=.679, 

t=13.533, p<.000), 신뢰성(β=.189, t=3.638, p<.000)이 구독의도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가설 3-1, 가설 3-3은 지지

되었고, 가설 3-2는 기각되었다. 

 

 

 

<표 4-13> 지각된 콘텐츠 정보 속성이 구독의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구독의도 

요 인 B β t p 
R2 

(수정 R2) 
F 

유희성 .784 .679 13.533 .000 

.698 

(.695) 
256.538*** 정보성 .013 .010 0.169 .866 

신뢰성 .260 .189 3.638 .000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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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구매의도에 대한 지각된 콘텐츠 정보 속성의 영향 

 

이어서 유튜브 명품 하울 영상을 시청한 뒤 시청자가 지각하는 콘텐츠의 

유희성, 정보성, 신뢰성이 해당 채널에서 소개된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유희성, 

정보성, 신뢰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고, 구매의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

다. 분석 결과는 <표 4-14>와 같다. 

  먼저, 분석에 사용한 회귀 모형의 적합도가 유의함을 확인하였고

(F=173.102, p<.000), 지각된 콘텐츠 정보 속성의 모든 변수가 영상에서 

소개된 제품의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구체적

으로 유희성(β=.513, t=8.992, p<.000), 정보성(β=.167, t=2.580, 

p<.01), 신뢰성(β=.157, t=2.655, p<.01)이 구매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침

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가설 4-1, 가설 4-2, 가설 4-3은 지지되었다. 

 

<표 4-14> 지각된 콘텐츠 정보 속성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구매의도 

요 인 B β t p 
R2 

(수정 R2) 
F 

유희성 .519 .513 8.992 .000 

.609 

(.606) 
173.102*** 정보성 .199 .167 2.580 .010 

신뢰성 .189 .157 2.655 .008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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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가설 검정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아래의 <표 4-15>와 같다. 

<표 4-15> 가설 검정 결과 정리 

가 설 경    로 경로 계수(β) t-value 결 과 

1-1a 전문성  →  유희성 .071 1.826  기각 

1-1b 주장 설득력  →  유희성 -.017 -0.400  기각 

1-1c 감정이입  →  유희성 .540 12.347 *** 채택 

2-1d 신체언어  →  유희성 .031 0.602  기각 

2-1e 의사언어  →  유희성 .064 1.449  기각 

2-1f 신체외형  →  유희성 .126 2.991 ** 채택 

1-2a 전문성  →  정보성 .245 4.065 *** 채택 

1-2b 주장 설득력  →  정보성 .057 1.131  기각 

1-2c 감정이입  →  정보성 .187 4.071 *** 채택 

2-2d 신체언어  →  정보성 .154 3.002 ** 채택 

2-2e 의사언어  →  정보성 .299 5.758 *** 채택 

2-2f 신체외형  →  정보성 .037 0.695  기각 

1-3a 전문성  →  신뢰성 .145 2.334 * 채택 

1-3b 주장 설득력  →  신뢰성 -.008 -0.149  기각 

1-3c 감정이입  →  신뢰성 .065 1.377  기각 

2-3d 신체언어  →  신뢰성 .342 6.497 *** 채택 

2-3e 의사언어  →  신뢰성 .178 3.328 *** 채택 

2-3f 신체외형  →  신뢰성 .148 2.739 ** 채택 

3-1 유희성  →  구독의도 .679 13.533 *** 채택 

3-2 정보성  →  구독의도 .010 0.169  기각 

3-3 신뢰성  →  구독의도 .189 3.638 *** 채택 

4-1 유희성  →  구매의도 .513 8.992 *** 채택 

4-2 정보성  →  구매의도 .167 2.580 ** 채택 

4-3 신뢰성  →  구매의도 .157 2.655 ** 채택 

*** p<.001, ** p<.01,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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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크리에이터의 전문성은 정보성과 신뢰성

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주장 설득력은 어떤 콘텐츠 정보 속성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감정이입의 경우, 유희성과 정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체언어가 정보성과 신뢰성에 유

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의사언어는 정보성과 신뢰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

쳤고, 신체외형은 유희성과 신뢰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를 통해 언어적 커뮤니케이션보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지각

된 콘텐츠 정보 속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시청자가 지각하는 콘텐츠의 정보 속성이 구독의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정보성이 구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그 외의 

모든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연구 문제 1, 2, 3, 4에 대한 

검정 결과는 <그림 4-1>과 같다. 

 

 
 

<그림 4-1> 연구문제 1, 2, 3, 4에 대한 가설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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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문제 1, 2, 3, 4에서는 커뮤니케이션 특성이 지각된 콘텐츠 정보 속

성에 미치는 영향과 지각된 콘텐츠 정보 속성이 구독의도와 구매의도에 미

치는 영향을 검정하였다. 이처럼 회귀분석을 통해 각 경로의 유의성을 검정

한 연구 문제에서 나아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커뮤니케이션 특성이 구

독의도 혹은 구매의도를 높이는데 중요한지에 대한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분석은 연구 문제로 설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인공 신경망 분석을 통해 

변수의 중요도를 확인하는 연구 문제 8과의 비교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

요한 과정이라 하겠다.  

독립변수(커뮤니케이션 특성)가 종속변수(구독의도, 구매의도)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를 통해 각 변수의 중요도 비교가 가능하다.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효과는 유의한 경로의 경로계수(표준화된 회귀계수)의 곱을 통

해 구하는데, 독립변수에서 종속변수로의 유의한 경로가 여러 개일 경우 각 

효과의 합을 통해 총 효과를 계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크

리에이터의 커뮤니케이션 특성이 구독의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중요도를 

구하였으며, 중요도 크기에 따른 순위는 <표 4-16>, <표 4-17>과 같다. 

먼저 구독의도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특성의 효과를 살펴보면, 감정이입

의 효과가 다른 커뮤니케이션 특성에 비하여 월등히 높음을 확인할 수 있으

며, 이어서 신체외형, 신체언어, 의사언어, 전문성 순으로 나타났다. 마찬가

지로 구매의도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특성 역시, 감정이입의 효과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신체외형, 신체언어, 의사언어, 전문성 순으로 구독의도와 

동일한 순서로 나타났다. 구독의도와 구매의도 모두 감정이입이 매우 중요

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감정이입에 비해 효과가 많이 작기는 하지만 신체외

형 또한 구독의도와 구매의도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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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구독의도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특성별 효과 

특  성 경     로 효     과 총 효과 

전문성 전문성→신뢰성→구독의도 0.027(0.145*0.189) 0.027 

감정이입 감정이입→유희성→구독의도 0.367(0.540*0.679) 0.367 

신체언어 신체언어→신뢰성→구독의도 0.065(0.342*0.189) 0.065 

의사언어 의사언어→신뢰성→구독의도 0.033(0.178*0.189) 0.033 

신체외형 
신체외형→유희성→구독의도 0.086(0.126*0.679) 

0.119 
신체외형→신뢰성→구독의도 0.033(0.176*0.189) 

계 0.611 

 
<표 4-17> 구매의도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특성별 효과 

특  성 경     로 효     과 총 효과 

전문성 
전문성→정보성→구매의도 0.041(0.245*0.167) 

0.064 
전문성→신뢰성→구매의도 0.023(0.145*0.157) 

감정이입 
감정이입→유희성→구매의도 0.277(0.540*0.513) 

0.308 
감정이입→정보성→구매의도 0.031(0.187*0.167) 

신체언어 
신체언어→정보성→구매의도 0.026(0.154*0.167) 

0.079 
신체언어→신뢰성→구매의도 0.053(0.342*0.157) 

의사언어 
의사언어→정보성→구매의도 0.050(0.299*0.167) 

0.078 
의사언어→신뢰성→구매의도 0.028(0.178*0.157) 

신체외형 
신체외형→유희성→구매의도 0.065(0.126*0.513) 

0.093 
신체외형→신뢰성→구매의도 0.028(0.176*0.157) 

계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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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패션 관여도, 명품 관여도의 조절효과 

 

본 분석에서는 패션 관여도, 명품 관여도가 유튜브 명품 하울 영상 크

리에이터의 언어적·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시청자가 지각하는 콘텐츠 

정보 속성 간의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본 분석에서

는 위계적 회귀분석 방법을 통해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앞서 조

절변수 집단에 따른 차이 검정의 용이성을 위해 조절변수는 평균을 기준

으로 고집단(1)과 저집단(0)으로 더미 변수화하였고, 독립변수는 다중공

선성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평균 중심화(Mean-Centering)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절차는 아래와 같다.  

먼저, 언어적·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특성(전문성, 주장 설득력, 감정

이입, 신체언어, 의사언어, 신체외형)이 종속변수(유희성, 정보성, 신뢰성)

에 미치는 영향력을 모형Ⅰ에서 확인하는데, 이때 앞서 연구 문제 1, 2에

서 통제변수로 사용된 크리에이터 인지도 역시 함께 투입한다. 모형Ⅱ에

서는 분석하고자 하는 조절변수(패션 관여도, 명품 관여도)를 추가한다. 

모형Ⅲ에서는 커뮤니케이션 특성과 조절변수의 곱을 통해 생성한 상호작

용 항을 투입하고, 상호작용 항의 유의성 검정을 통해 조절효과를 검정한

다. 그러나 상호작용 항이 유의하더라도, 각 모형의 결정계수(R2)의 변화

량이 유의해야 하며, 특히 모형Ⅲ의 결정계수 변화량이 유의해야 조절효

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상호작용 효과 해석 시 표준화된 회귀계

수(β)가 아닌 비표준화된 회귀계수(B)를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

는 상호작용 항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곱을 통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산출된 표준화 계수가 부정확하기 때문이다(서영석, 2010). 조절효과 검

정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아래와 같다. 

 



112 

 

연구 문제 5. 명품 하울 영상에서 시청자의 패션 관여도 수준이 크리에

이터와 시청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확인한다. 

  

 

연구 문제 6. 명품 하울 영상에서 시청자의 명품 관여도 수준이 크리에

이터와 시청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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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커뮤니케이션 특성이 지각된 콘텐츠 정보 속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패션 관여도의 조절효과 

 

유튜브 명품 하울 영상 크리에이터의 언어적·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특

성이 지각된 콘텐츠 정보 속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패션 관여도가 이 둘 간

의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먼저, 커뮤니케이션 특성과 유희성 간의 관계에서 패션 관여도의 조절효

과를 검정하였는데, 아쉽게도 모형Ⅲ의 유의확률 F변화량이 .161로 유의하

지 않게 나타났기 때문에, 해당 모형 내에서 패션 관여도의 조절효과 검정 

결과는 신뢰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4-18>와 같다. 

이어서 정보성을 종속변수로 하여 커뮤니케이션 특성에 대한 패션 관여도

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모형Ⅲ의 R2 변화량이 p<.05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고, 신체언어(B=-.301, t=-1.983, p<.05)와 의사언어

(B=.294, t=2.288, p<.05)에서 패션 관여도의 조절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

다. 분석 결과는 <표 4-19>와 같다.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 특성과 신뢰성 간의 관계에서 패션 관여도의 조

절효과를 살펴보았다. 모형Ⅲ의 R2 변화량이 p<.05 수준에서 유의함을 확인

하였으며, 신체언어(B=-.334, t=-2.139, p<.05)와 신체외형(B=.350, 

t=2.929, p<.01)에서 패션 관여도의 조절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구

체적 분석 결과는 <표 4-2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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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8> 커뮤니케이션 특성과 유희성 관계에서 패션 관여도의 조절효과 

 

종속변수: 유희성 

모형Ⅰ 모형Ⅱ 모형Ⅲ 

B t-value B t-value B t-value 

[ 독립변수 ]  

크리에이터 인지도 

(통제변수) 
.198 7.104 

*** 
.194 6.822 

*** 
.188 6.608 

*** 

전문성(EX) .088 1.826  .093 1.904  .017 0.251  

주장 설득력(PE) -.023 -0.400  -.024 -0.415  .068 0.890  

감정이입(EM) .554 12.347 *** .553 12.319 *** .553 9.603 *** 

신체언어(KI) .046 0.602  .045 0.581  .084 0.754  

의사언어(PL) .091 1.449  .089 1.414  .010 0.128  

신체외형(PA) .175 2.991 ** .173 2.962 ** .167 2.128 * 

[ 조절변수 ]  

패션 관여도(FI)    .061 0.726  -.575 -1.184  

[ 상호작용 항 ]  

EX x FI       .162 1.679  

PE x FI       -.223 -1.950  

EM x FI       .008 0.086  

KI x FI       -.080 -0.523 * 

PL x FI       .246 1.892  

PA x FI       -.012 -0.098 ** 

R2 .752 .752 .759 

수정 R2 .746 .746 .749 

F 값 142.263 *** 124.367 *** 72.448 *** 

ΔR2   .000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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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표 4-19> 커뮤니케이션 특성과 정보성 관계에서 패션 관여도의 조절효과 

 

종속변수: 정보성 

모형Ⅰ 모형Ⅱ 모형Ⅲ 

B t-value B t-value B t-value 

[ 독립변수 ]  

크리레이터 인지도 

(통제변수) 
-.004 -0.146 

 
-.019 -0.674 

 
-.022 -0.782 

 

전문성(EX) .197 4.071 *** .214 4.432 *** .150 2.200 * 

주장 설득력(PE) .171 3.002 ** .168 2.974 ** .256 3.384 *** 

감정이입(EM) .260 5.758 *** .257 5.751 *** .285 5.024 *** 

신체언어(KI) .314 4.065 *** .308 4.026 *** .460 4.190 *** 

의사언어(PL) .044 0.695  .036 0.580  -.074 -0.946  

신체외형(PA) .066 1.131  .061 1.048  -.035 -0.455  

[ 조절변수 ]  

패션 관여도(FI)    .226 2.718  -.063 -0.130  

[ 상호작용 항 ]  

EX x FI       .139 1.458  

PE x FI       -.217 -1.926  

EM x FI       -.062 -0.717  

KI x FI       -.301 -1.983 * 

PL x FI       .294 2.288 * 

PA x FI       .185 1.589  

R2 .650 .658 .673 

수정 R2 .643 .650 .659 

F 값 87.380 *** 78.864 *** 47.366 *** 

ΔR2   .008 ** .015 * 

***p<.001, ** p<.01,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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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0> 커뮤니케이션 특성과 신뢰성 관계에서 패션 관여도의 조절효과 

 

종속변수: 신뢰성 

모형Ⅰ 모형Ⅱ 모형Ⅲ 

B t-value B t-value B t-value 

[ 독립변수 ]  

크리에이터 인지도 

(통제변수) 
.073 2.570 

** 
.064 2.220 

* 
.066 2.269 

* 

전문성(EX) .068 1.377 * .078 1.575  .021 0.299  

주장 설득력(PE) .378 6.497 *** .377 6.477 *** .455 5.858 *** 

감정이입(EM) .153 3.328 *** .152 3.300 *** .169 2.889 ** 

신체언어(KI) .184 2.334 * .180 2.294 *** .355 3.138 ** 

의사언어(PL) .176 2.739 ** .171 2.672 * .117 1.457  

신체외형(PA) -.009 -0.149  -.012 -0.203 ** -.177 -2.214 * 

[ 조절변수 ]  

패션 관여도(FI)    .135 1.575  -.023 -0.046  

[ 상호작용 항 ]  

EX x FI       .114 1.157  

PE x FI       -.193 -1.662  

EM x FI       -.039 -0.443  

KI x FI       -.334 -2.139 * 

PL x FI       .123 0.934  

PA x FI       .350 2.929 ** 

R2 .630 .633 .649 

수정 R2 .622 .624 .633 

F 값 80.057 *** 70.675 *** 42.477 *** 

ΔR2   .003  .016 * 

***p<.001, ** p<.01,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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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 특성과 지각된 콘텐츠 정보 속성 간의 관계에서 패션 관여

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지만, 조절효과의 정확한 방향성(정적, 부적) 혹

은 효과의 크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패션 관여도 

고/저 집단에 따른 조절효과 도표를 추가하였다. 

<그림 4-2>는 신체언어가 정보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패션 관여도가 어

떤 형태로 조절하는지에 대한 도표이다. 그래프의 Y축은 정보성, X축은 신

체언어 적절성 수준을 나타내며, 패션 관여도 평균을 기점으로 굵은 선은 

패션 관여도 고집단, 점선은 패션 관여도 저집단을 의미한다. 패션 관여도

가 낮은 집단의 경우 높은 집단에 비해 크리에이터의 신체언어 적절성 수준

이 증가할수록 해당 영상의 정보성을 더욱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패션 관여도가 낮은 사람의 경우 크리에이터의 얼굴 표정, 시선, 자세 

등으로부터 영상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많고 적절하다고 느낀다고 할 수 있

다. 

 

 

 

<그림 4-2> 신체언어와 정보성의 관계에서 패션 관여도의 조절효과 

종속변수: 정보성 / 독립변수: 신체언어 / 조절변수: 패션 관여도 고·저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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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의사언어와 정보성 간의 관계에서 패션 관여도의 조절효과를 살펴

보았다. <그림 4-3>은 이를 도표화한 것으로 도표의 Y축은 정보성, X축은 

의사언어의 적절성 수준을 뜻하며, 앞서 <그림 4-2>와 동일하게 굵은 선

은 패션 관여도 고집단을, 점선은 패션 관여도 저집단을 의미한다.   

크리에이터의 의사언어 특성이 낮을 경우, 패션 관여도가 높은 집단과 낮

은 집단의 정보성 인식의 차이가 작은 반면, 크리에이터의 의사언어 특성이 

높은 경우, 패션 관여도가 낮은 집단과 패션 관여도가 높은 집단의 정보성 

인식 정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패션 관여도가 높은 시청자는 

크리에이터의 발음, 목소리 톤의 적절성에 대해 높게 평가할수록 해당 영상

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지각하는 반면, 패션 관여도

가 낮은 시청자의 경우 오히려 크리에이터의 의사언어의 적절성이 높아질수

록 영상에서 얻을 정보가 없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그림 4-3> 의사언어와 정보성의 관계에서 패션 관여도의 조절효과 

종속변수: 정보성 / 독립변수: 의사언어 / 조절변수: 패션관여도 고·저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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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신체언어가 신뢰성의 미치는 영향을 패션 관여도가 어떤 형태로 

조절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기 위한 도표는 <그림 4-4>와 같다. 도표의 Y축

은 신뢰성, X축은 신체언어의 적절성 수준을 뜻한다. 마찬가지로 도표 상의 

굵은 선은 패션 관여도 고집단을, 점선은 패션 관여도 저집단을 의미한다.   

신체언어 특성의 적절성 수준이 낮은 경우, 패션 관여도 고집단과 패션 

관여도 저집단 간의 신뢰성 지각의 차이가 미비한 반면, 신체언어 특성의 

적절성 수준이 높을 경우는 패션 관여도 고집단에 비해 저집단이 영상의 신

뢰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크리에이터의 표정, 시선, 자

세와 같은 요소들이 패션 관여도가 높은 시청자가 영상의 신뢰성을 평가하

는 데 있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패션 관여도가 낮

은 시청자의 경우 크리에이터의 표정, 고갯짓, 자세 등으로부터 영상이 믿

을만하다고 평가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신체언어와 정보성의 

관계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그림 4-4> 신체언어와 신뢰성의 관계에서 패션 관여도의 조절효과 

종속변수: 신뢰성 / 독립변수: 신체언어 / 조절변수: 패션 관여도 고·저 집단 



120 

 

마지막으로 <그림 4-5>는 크리에이터의 신체외형 적절성과 신뢰성 간의 

관계에서 패션 관여도의 조절효과를 나타낸 도표이다. 도표 상에서 Y축은 

신뢰성, X축은 신체외형의 적절성을 나타내며, 굵은 선은 패션 관여도가 높

은 집단을, 점선은 패션 관여도가 낮은 집단을 의미한다. 

크리에이터의 신체외형 적절성이 낮은 경우, 패션 관여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영상 신뢰성 평가에 있어 큰 차이가 없지만, 신체외형 적절성

이 높을수록, 패션 관여도가 낮은 집단에 비해 패션 관여도가 높은 집단의 

신뢰성 평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패션 관여도가 높은 시

청자의 경우 영상의 신뢰성 평가는 크리에이터의 신체외형의 적절성이 높아

질수록 좋아지며, 반대로 패션 관여도가 낮은 시청자의 경우 영상 신뢰성 

평가에 크리에이터의 신체외형의 적절성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오고 있음

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의사언어와 정보성 간의 관계에서 패션 관여도

의 조절효과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띤다.  

 

 

 

<그림 4-5> 신체외형과 신뢰성의 관계에서 패션 관여도의 조절효과 

종속변수: 신뢰성 / 독립변수: 신체외형 / 조절변수: 패션 관여도 고·저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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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커뮤니케이션 특성이 지각된 콘텐츠 정보 속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명품 관여도의 조절효과 

 

앞서 패션 관여도 조절 효과 분석에 이어, 명품 관여도가 유튜브 명품 하

울 영상 크리에이터의 언어적·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특성과 지각된 콘텐

츠 정보 속성 간의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확인하여 보았다. 

먼저 크리에이터의 커뮤니케이션 특성과 콘텐츠 유희성 간의 관계에서 명

품 관여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고, 그 결과는 <표 4-21>과 같다. 모형Ⅲ

의 R2값 변화량이 유의함을 확인하였고, 6개의 상호작용 항 중 전문성

(B=.207, t=2.1, p<.05), 주장 설득력(B=-.225, t=-1.973, p<.05), 의사

언어(B=.282, t=2.231, p<.05)에서 명품 관여도의 조절효과가 있음을 확인

하였다.  

다음으로 콘텐츠 정보성과 크리에이터 커뮤니케이션 특성 간의 관계에서 

명품 관여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는데(<표 4-22> 참고), 모형Ⅲ의 R2변

화량의 F값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며, 어떠한 상호작용 항에서도 명품 

관여도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크리에이터 커뮤니케이션 특성이 영상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

을 명품 관여도가 어떻게 조절하는지 살펴보았고, 분석 결과는 <표 4-23>

과 같다. 신체언어(B=-.357, t=-2.217, p<.05)에서 조절효과가 있었으나, 

정보성과 마찬가지로 모형Ⅲ의 유의확률 F변화량의 0.228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조절효과를 검정할 수 없다. 

요약하면, 크리에이터의 커뮤니케이션과 유희성 간의 관계에서만 명품 관

여도의 조절효과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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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커뮤니케이션 특성과 유희성의 관계에서 명품 관여도의 조절효과 

 

종속변수: 유희성 

모형Ⅰ 모형Ⅱ 모형Ⅲ 

B t-value B t-value B t-value 

[ 독립변수 ]  

크리에이터 인지도 

(통제변수) 
.198 7.104 

*** 
.199 6.909 

*** 
.200 6.970 

*** 

전문성(EX) .088 1.826  .087 1.780  -.014 -0.189  

주장 설득력(PE) -.023 -0.400  -.023 -0.397  .115 1.335  

감정이입(EM) .554 12.347 *** .554 12.270 *** .596 9.571 *** 

신체언어(KI) .046 0.602  .045 0.582  .078 0.659  

의사언어(PL) .091 1.449  .091 1.450  -.052 -0.566 ** 

신체외형(PA) .175 2.991 ** .175 2.989 ** .195 2.402  

[ 조절변수 ]  

명품 관여도(LI)    -.011 -0.128  -.512 -1.059  

[ 상호작용 항 ]  

EX x LI       .207 2.100 * 

PE x LI       -.225 -1.973 * 

EM x LI       -.125 -1.428  

KI x LI       -.029 -0.187  

PL x LI       .282 2.231 * 

PA x LI       -.059 -0.506  

R2 0.752 0.752 0.763 

수정 R2 0.746 0.746 0.753 

F 값 142.263 *** 124.110 *** 74.181 *** 

ΔR2   0.000  0.012 ** 

***p<.001, ** p<.01,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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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2> 커뮤니케이션 특성과 정보성의 관계에서 명품 관여도의 조절 효과 

 

종속변수: 정보성 

모형Ⅰ 모형Ⅱ 모형Ⅲ 

B t-value B t-value B t-value 

[ 독립변수 ]  

크리에이터 인지도 

(통제변수) 
-.004 -0.146 

 
-.013 -0.439 

 
-.012 -0.417 

 

전문성(EX) .197 4.071 *** .207 4.215 *** .162 2.136 * 

주장 설득력(PE) .171 3.002 ** .170 2.985 ** .270 3.070 ** 

감정이입(EM) .260 5.758 *** .254 5.597 *** .271 4.257 *** 

신체언어(KI) .314 4.065 *** .325 4.181 *** .329 2.733 ** 

의사언어(PL) .044 0.695  .041 0.656  .032 0.343  

신체외형(PA) .066 1.131  .061 1.047  .042 0.502  

[ 조절변수 ]  

명품 관여도(LI)    .104 1.214  .342 0.694  

[ 상호작용 항 ]  

EX x LI       .106 1.053  

PE x LI       -.171 -1.469  

EM x LI       -.047 -0.529  

KI x LI       -.012 -0.076  

PL x LI       -.001 -0.010  

PA x LI       .045 0.382  

R2 0.650 0.652 0.656 

수정 R2 0.643 0.643 0.642 

F 값 87.380 *** 76.752 *** 43.956 *** 

ΔR2   0.002  0.005  

***p<.001, ** p<.01,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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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3> 커뮤니케이션 특성과 신뢰성의 관계에서 명품 관여도의 조절 효과 

 

종속변수: 신뢰성 

모형Ⅰ 모형Ⅱ 모형Ⅲ 

B t-value B t-value B t-value 

[ 독립변수 ]  

크리에이터 인지도 

(통제변수) 
.073 2.570 

* 
.063 2.154 

* 
.067 2.277 

* 

전문성(EX) .068 1.377  .079 1.582  .043 0.565  

주장 설득력(PE) .378 6.497 *** .377 6.484 *** .475 5.332 *** 

감정이입(EM) .153 3.328 *** .146 3.163 ** .102 1.583  

신체언어(KI) .184 2.334 * .197 2.483 * .403 3.309 *** 

의사언어(PL) .176 2.739 ** .173 2.696 ** .062 0.648  

신체외형(PA) -.009 -0.149  -.015 -0.243  -.036 -0.433  

[ 조절변수 ]  

명품 관여도(LI)    .122 1.395  1.012 2.023  

[ 상호작용 항 ]  

EX x LI       .080 0.786  

PE x LI       -.156 -1.321  

EM x LI       .064 0.710  

KI x LI       -.357 -2.217 * 

PL x LI       .147 1.124  

PA x LI       .049 0.411  

R2 0.630 0.632 0.641 

수정 R2 0.622 0.623 0.626 

F 값 80.057 *** 70.495 *** 41.137 *** 

ΔR2   0.002  0.009  

***p<.001, ** p<.01,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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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 특성과 지각된 콘텐츠 정보 속성 간의 관계에서 명품 관여

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지만, 조절효과의 정확한 방향성(정적, 부적) 혹

은 관여도 집단에 따른 차이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명품 관여도 고/저 집단

에 따른 조절효과 도표를 추가하였다. 

<그림 4-6>은 크리에이터의 전문성과 유희성 간의 관계에서 명품 관여

도의 조절효과를 나타낸 도표이다. 그래프의 Y축은 유희성, X축은 전문성 

수준을 나타내며, 명품 관여도 평균을 기점으로 굵은 선은 명품 관여도 고

집단, 점선은 명품 관여도 저집단을 의미한다. 

도표를 살펴보면, 크리에이터의 전문성 수준이 높을 때 명품 관여도 저집

단에 비해 고집단이 영상의 유희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

어 명품 관여도 저집단에 비해 명품 관여도 고집단이 영상의 유희성을 평가

하는 데 있어 크리에이터의 전문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상의 유희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명품 관여도가 높은 사람의 경우, 크리

에이터가 명품 제품 및 브랜드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을수록 영

상을 재미있는 것으로 인식함을 의미한다. 

 

 

<그림 4-6> 전문성과 유희성의 관계에서 명품관여도의 조절효과그래프 

종속변수: 유희성 / 독립변수: 전문성 / 조절변수: 명품 관여도 고·저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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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은 크리에이터의 주장 설득력과 유희성 간의 관계에서 명품 

관여도의 조절효과를 나타낸 도표이다. 도표 상에서 Y축은 유희성, X축은 

주장 설득력을 나타내며, 굵은 선은 명품 관여도가 높은 집단을, 점선은 명

품 관여도가 낮은 집단을 의미한다. 

아래의 도표를 통해 명품 관여도 수준에 따른 주장 설득력과 유희성 간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데, 크리에이터의 주장 설득력이 낮은 경우보다 높은 

경우, 영상 유희성 평가의 차이가 커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앞서 전

문성과 마찬가지로 주장 설득력은 유희성에 있어 주효과(main effect)가 없

었으나, 상호작용 항에서 조절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그림 4-7> 주장 설득력과 유희성의 관계에서 명품 관여도의 조절효과 

그래프 

종속변수: 유희성 / 독립변수: 주장 설득력 / 조절변수: 명품 관여도 고·저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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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터의 의사언어와 콘텐츠 유희성에서 명품 관여도의 조절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조절이 이루어지는 지 확인

하기 위해  <그림 4-8>과 같이 도표화하였다. 도표 상의 Y축은 유희성을 

의미하며, X축은 크리에이터 의사언어의 적절성을 의미한다. 앞선 패션 관여

도 분석과 마찬가지로 명품 관여도 역시 평균을 기준으로 평균 보다 높은 

집단을 굵은 선으로, 평균보다 낮은 집단을 점선으로 표시하였다.  

의사언어 수준이 높을 때, 명품 관여도 고집단과 저집단의 유희성 지각 

수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명품 관여도가 낮은 사람은 크리

에이터의 의사언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명품 관

여도가 높은 사람은 크리에이터의 의사언어의 적절성을 높게 평가할수록 해

당 콘텐츠의 유희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명품 관여도가 

높은 시청자의 경우 크리에이터의 목소리와 관련된 요소, 예를 들어 발음, 

목소리 톤, 목소리의 안정감으로부터 해당 영상이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으

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그림 4-8> 의사언어와 유희성의 관계에서 명품관여도의 조절효과그래프 

종속변수: 유희성 / 독립변수: 의사언어 / 조절변수: 명품 관여도 고·저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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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공 신경망 분석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중요도 분석 

 

본 분석에서는 앞서 설계한 연구 모형을 통해 밝힌 크리에이터의 커뮤니

케이션 특성과 시청자의 구독의도 간의 선형 관계 검정으로부터 한 발짝 나

아가 최근 떠오르고 있는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의 한 부분인 인공 

신경망 분석(artificial neural network analysis)을 통해, 궁극적으로 명품 

하울 영상 크리에이터가 자신 채널의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 어떤 종류의 커

뮤니케이션 특성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표 4-

15>에서 검정한 경로 효과 분석 결과와 비교하고자 한다. 그러나 경로 효

과에 대한 분석은 구독의도와 구매의도로 나누어 각각 이루어졌지만, 인공 

신경망 분석은 구독의도만을 대상으로 변수의 중요도를 구하고자 한다. 이

는 경로 효과 검정 시 구독의도에 대한 경로 효과와 구매의도에서 나타난 

경로 효과의 순위가 신체외형을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었고, 나아가 본 

연구는 시청자가 크리에이터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특성으로부터 해당 채널

을 구독하는지에 대한 그 구조에 더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인공 신경망 분석에 있어서 투입변수와 결과변수를 정해야 하는데, 

투입변수는 크리에이터의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특성 3가지(전문성, 주장 설

득력, 감정이입)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특성 3가지(신체언어, 의사언어, 

신체외형) 이렇게 총 6가지 변수를 투입변수로 사용하였다. 이때, 앞서 회

귀 분석과 마찬가지로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한 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결과변수의 경우, 구독의도의 평균(3.72)을 중심으로 평균보다 높은 경우를 

“구독의도가 있다.”의 1로 코딩하고 구독의도가 평균보다 낮은 경우 “구독

의도가 없다.”의 0으로 코딩하였다.  

투입변수와 결과변수가 정해지면 이를 바탕으로 모형을 구성하고 가장 이

상적인 모형을 찾는 절차가 요구되는데, 이때 연구자가 고려해야 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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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크게 3가지로 은닉층 개수, 은닉층 내 노드의 개수, 훈련 데이터와 검정 

데이터 비율이다. 이 3가지가 인공 신경망 분석의 대표적인 파라미터 

(parameter)이다(Swarnakar, Kumar & Kumar, 2016). 인공 신경망 분석

은 이러한 파라미터를 조정함으로써 가장 이상적인 모형 즉, 예측 오차가 

가장 낮은 모형을 찾는다. 본 연구에서 역시 위에서 언급한 3개의 파라미터

를 다양하게 변화시켜 가장 오차율이 낮은 모형의 파라미터를 찾고자 한다. 

파라미터를 찾기 위한 과정에 있어서, 인공 신경망 분석의 문제점은 학습 

데이터와 검정 데이터의 분할의 비율은 연구자가 지정할 수 있지만, 분할되

는 데이터 자체는 무작위로 분할되기 때문에 같은 파라미터를 지정하더라도 

신경망 자체의 성능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고자, 동일한 파

라미터를 5번 연속적으로 시행하여, 나타난 신경망 성능의 평균 값을 사용

하였다(Swarnakar, et al, 2016).   

먼저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개수가 337개로 인공 신경망을 통한 딥러

닝(deep learning)을 수행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은닉층의 개수가 2

개 이하인 쉘로우 러닝(shallow learning)에 국한하였다. 따라서 은닉층의 

개수를 1개인 경우와 2개인 경우에 나타나는 신경망의 성능을 살펴보았고, 

그 내용은 <표 4-24>와 같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교차 엔트로피 오차

(cross entropy error)는 통계학에서 사용되는 평균제곱오차와 유사한 개념

으로 더 작은 값일수록 정답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부정확 

예측도(incorrect predictions)는 신경망에서 1을 0으로, 0을 1로 예측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부정확 예측도 역시 낮을수록 신경망의 성능이 좋음을 의

미한다. 은닉층의 개수가 2개인 경우보다, 1개인 경우의 신경망의 성능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신경망 은닉층의 

개수는 1개로 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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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4> 은닉층 개수에 따른 인공 신경망 성능 

구분 파라미터/은닉층 수 1 2 

학습  
교차 엔트로피 오차 80.220 83.112 

부정확 예측도 14.4% 14.6% 

검정 
교차 엔트로피 오차 32.248 33.690 

부정확 예측도 15.0% 15.1% 

 

은닉층의 개수를 1개로 지정한 이후 다음 절차는 은닉층 내 노드의 개수

를 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드의 개수를 2개부터 6까지의 변화를 

주면서 나타나는 신경망의 성능을 살펴보았고, 결과는 <표 4-25>와 같다. 

은닉층 내 노드의 개수 변화에 따른 교차 엔트로피 오차와 부정확 예측도에 

있어서 극명한 차이는 보이지 않지만, 노드의 개수가 6개일 때, 신경망의 

성능이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은닉층 내 노드의 개수는 6개로 

선정하였다.  

 

<표 4-25> 뉴런 수에 따른 인공 신경망 성능 비교 

구분 파라미터/뉴런 수 2 3 4 5 6 

학습  
교차 엔트로피 오차 76.850 84.052 84.675 80.809 81.603 

부정확 예측도 14.5% 14.0% 14.6% 13.9% 14.2% 

검정 
교차 엔트로피 오차 39.501 34.098 36.584 34.000 35.860 

부정확 예측도 16.6% 16.5% 16.2% 16.4% 15.5% 

 

마지막으로 학습 데이터 세트(learning data-set)와 검정 데이터 세트

(test data-set)의 비율에 따른 신경망의 성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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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학술 서적에서 학습 데이터와 검정 데이터의 비율 7:3을 기본으로 설

정하고 있지만, 학습 데이터와 검정 데이터의 비율의 선정에 있어서 정답은 

없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와 검정 데이터의 비율에 따른 신경망의 성능을 살

펴보았고, 분석 결과는 <표 4-26>과 같다. 분석 결과 교차 엔트로피 오차

와 부정확 예측도의 값이 학습 데이터가 70%, 검정 데이터가 30%일 때 

가장 안정적인 신경망의 성능을 보였다. 이로써 본 연구에 사용될 신경망 

구성을 위한 3개의 파라미터를 선정하였다. 

 

<표 4-26> 학습 데이터, 검정 데이터 비에 따른 인공 신경망 성능 비교 

구분 파라미터/학습 : 검정 70:30 60:40 50:50 40:60 30:70 

학습  
교차 엔트로피 오차 81.603 73.960 60.363 41.428 36.266 

부정확 예측도 14.2% 15.0% 16.5% 13.4% 15.9% 

검정 
교차 엔트로피 오차 35.860 42.319 53.606 80.926 89.187 

부정확 예측도 15.5% 15.6% 14.6% 17.1% 16.1% 

 

 

 

 

선택한 파라미터를 바탕으로 생성한 모형의 분류 정확도를 살펴보면, 검

정 모형에서 실제 구독의도가 있는 사람을 구독의도가 있다고 분류할 가능

성이 89%, 구독의도가 없는 사람을 구독의도가 없다고 분류할 가능성이 

80%로, 전반적인 신경망의 정확도는 84.3%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에서 

생성한 신경망 모형이 크리에이터의 언어적·비언어적 특성을 바탕으로 시

청자가 해당 채널을 구독할 것인지 구독하지 않을 것인지 예측하는 데 있어 

84% 정도의 정확도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수치는 <표 4-

2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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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7> 파라미터를 적용한 인공 신경망 모형의 예측 정확도 

표본 
         예측 

 

관측 
구독의도 없음 구독의도 있음 정확도 

학습 

구독의도 없음 80 19 89.5% 

구독의도 있음 14 122 89.7% 

비율 40% 60% 89.6% 

검정 

구독의도 없음 32 8 80.0% 

구독의도 있음 7 54 88.5% 

비율 38% 62% 84.3% 

 

마지막으로 생성한 인공 신경망으로부터 연구 문제 7의 검정을 위해 변

수 중요도(feature importance)를 확인하였다. 인공 신경망의 장점 중 하나

인 중요도 산출은 인공 신경망 모형의 투입변수의 중요도를 확인할 수 있다

는 점이다. 중요도 분석 결과는 <표 4-28>과 같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크리에이터의 6가지 커뮤니케이션 특성 중 감정이입(.422)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주장 설득력(.183)이 중요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어서 신체언어(.119), 의사언어(.111), 신체외형(.102), 전

문성(.059)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경로 효과를 분석한 

결과와 비교했을 때 일치하는 부분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 두 

분석 결과 모두 감정이입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으나, 그 외의 부분

의 경우 결과가 서로 상이하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제5 장 결론 

및 논의 부분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다. 또한 인공 신경망 분석 결과

만을 고려했을 경우에, 크리에이터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보다는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시청자의 채널 구독에 더욱 중요한 요인이지만 크리에이터

의 전문성은 시청자의 채널 구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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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8> 투입 변수의 중요도와 정규화 중요도 

구분 투입변수 중요도 정규화 중요도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전문성 0.059 14.2% 

주장 설득력 0.183 43.5% 

감정이입 0.422 100%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신체언어 0.119 28.4% 

의사언어 0.111 26.5% 

신체외형 0.102 24.1% 

Note: 정규화 중요도는 감정이입 중요도가 100일 때 다른 변수의 상대적 중요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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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요약 및 결론 

 

유튜브 플랫폼은 채널을 개설하고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는 공간을 제

공한다. 자신의 채널을 개설하고 영상을 업로드하는 사람을 크리에이터라고 

하며, 크리에이터는 자신이 업로드한 영상 중간에 노출되는 광고를 통해 수

익을 창출한다. 즉,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시청할수록 더욱 많은 수익을 창

출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의 조회 수는 곧 크리에이터의 수익과 직결된다. 

하지만 크리에이터가 업로드하는 영상이 매번 대중들에게 인기를 끌기란 쉽

지 않으며, 업로드하는 영상의 주제, 내용 등에 따라 영상의 조회 수는 매

번 달라진다. 따라서 안정적인 영상 조회 수를 보장해주는 채널의 구독자 

수는 크리에이터에게 중요하다. 크리에이터는 자신 채널의 구독자 수를 늘

리기 위해 자극적인 영상을 제작하거나, 단순 화제성 영상을 제작하기도 한

다. 패션 관련 주제를 다루는 크리에이터에게 있어 명품 하울 영상은 대표

적인 화제성 영상이라 할 수 있다.  

명품 하울 영상은 일반인이 구입하기 쉽지 않은 금액의 명품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시청자들에게 인증하고, 나아가 구매한 제품의 개봉(언박싱)과 제

품에 대한 품평(리뷰)를 제공하는 영상을 의미한다. 명품 하울 영상은 다른 

패션 관련 영상에 비해 월등히 높은 조회 수를 보이는데, 정작 크리에이터

는 명품 하울 영상의 화제성으로 유입된 시청자를 자신 채널의 구독자로 만

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시청자들이 명품 하울 영상의 어떤 부분으로부

터 해당 영상의 채널을 구독하게 되는지에 대한 시청자 내적 알고리즘은 베

일에 감싸여 있다. 이에 크리에이터는 전문 지식 습득, 효과적인 정보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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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언어적·비언어적 기술 개발과 같이 본인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요소에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러한 크리에이터의 노력이 과연 실효성

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으며, 이에 대한 연구 또한 미비한 실정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명품 하울 영상 크리에이터의 커뮤니케이션에 

초점을 두고 시청자들이 크리에이터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특성으로부터 명

품 하울 영상 콘텐츠 속성을 지각하는지 확인하고 나아가 구독의도와 해당 

영상에 노출된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의 연구 문제를 상정하였다. 첫째, 유튜브 명품 하울 영상 

크리에이터의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전문성, 주장 설득력, 감정이입)과 비언

어적 커뮤니케이션(신체언어, 의사언어, 신체외형)이 시청자가 지각하는 콘

텐츠 정보 속성(유희성, 정보성, 신뢰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본다. 둘째, 

시청자가 지각하는 콘텐츠 정보 속성(유희성, 정보성, 신뢰성)이 해당 채널

에 대한 구독의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셋째, 크리에이터

의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조절할 것이라 예상되는 패션 관여도와 명품 관여

도의 조절효과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넷째, 인공 신경망 분석을 통해 유

튜브 채널을 구독하는 데 있어 언어적·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요소의 중요

도를 계산하여, 크리에이터가 영상 제작 시에 중점을 둬야 하는 커뮤니케이

션 요소를 밝히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 문제를 실증적으로 검정하기 위해 20~30대 여성을 대상으

로 유튜브 상에 업로드되어 있는 실제 명품 하울 영상 3개 중 1개에 무작

위로 노출시킨 후 설문을 진행하였다. 이로부터 총 337명의 표본으로부터 

응답이 수집되었고, 모든 응답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문제에 대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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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크리에이터의 언어적·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시청자가 지각하는 

영상 콘텐츠 정보 속성에 미치는 효과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유희성에 있어 감정이입과 신체외형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정보성의 경우, 전문성, 감정이입, 신체언어, 의사언어가 유의하게 나

타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신뢰성에 대하여 전문성, 신체언어, 의사언

어, 신체외형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의 신

체언어에 대한 결과는 카메라에 얼굴이 노출되는 경우, 노출되지 않을 때 

보다 영상에 대해 더욱 신뢰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Ferchaud, 

Grzeslo, Orme, LaGroue, 2018). 이상의 결과로부터 의미 있는 내용을 정

리해보면, 첫째, 전반적으로 언어적 커뮤니케이션보다는 비언어적 커뮤니케

이션이 명품 하울 영상 콘텐츠 정보 속성에 있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유의한 경로, 4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유의한 경

로 6개). 이는 언어적 자극보다는 비언어적 자극이 상대방의 이미지를 형성

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주장한 Mehrabian(1971)의 연구와 그 맥을 같

이한다고 할 수 있겠다. 크리에이터의 주장 설득력은 시청자가 지각하는 콘

텐츠 정보 속성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 역시 확인하였다. 

신체언어와 의사언어는 정보성과 신뢰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비슷한 양상

을 보였다.  

둘째, 지각된 콘텐츠 정보 속성이 채널의 구독의도와 명품 하울 영상에서 

소개된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정보성을 제외

한 유희성과 신뢰성이 구독의도에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구매

의도의 경우, 지각된 콘텐츠 정보 속성의 3가지 요소가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시청자들이 명품 하울 영상에서 제공하

는 명품 제품 및 브랜드에 대한 정보성은 해당 채널에 대한 구독에 중요한 

요소가 아님을 확인하였고 오히려, 영상의 재미와 영상 내용이 얼마나 믿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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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한 지가 시청자의 채널 구독에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명품 

하울 영상에 노출되는 명품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에는 유희성과 신뢰성 외

에도 정보성 또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명품 하울 영상이 특정 브랜드로

부터 협찬받는 경우에는 명품 제품 및 브랜드에 대한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

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구독의도와 구매의도에 대한 유희성의 경로계수가 

다른 콘텐츠 정보 속성인 정보성과 신뢰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사람들이 유튜브를 시청하는 주된 이유가 재미에 기인한다는 Hide et 

al.(201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셋째, 본 연구는 패션 관여도와 명품 관여도를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조절

하는 조절변수로 고려하였다. 즉, 시청자의 패션 관여 수준과 명품 관여 수

준에 따라 크리에이터의 커뮤니케이션 효과가 달라질 것이라 보았고, 조절

효과 검정을 위해 다중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패션 관여도와 명품 관

여도의 조절효과에 대한 연구 문제 설정 당시 관여도가 높은 집단의 경우, 

중심 메시지인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요소에서 조절효과가 나타나며, 관여도

가 낮은 집단의 경우, 주변 메시지인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요소에서 조절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추론했지만, 예상과 달리 패션 관여도의 조절효과는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서만 나타났다. 이러

한 연구 결과는 커뮤니케이션 효과에 대한 관여도의 조절효과 작용 시, 언

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중심 경로로써,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주변 경로로

써 작용하는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 오히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요소 내

에 시청자의 관여도에 따라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심 경로와 주변 

경로가 존재하며, 관여 수준에 의한 조절효과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요

소 내의 중심 경로와 주변 경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패션 관여도가 낮은 시청자는 크리에이터의 표정, 시선, 자세 

등의 적절성을 높게 평가할 때 영상의 정보가 유익하고 믿을만하다고 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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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반대로 패션 관여도가 높은 시청자의 경우 크리에이터의 신체언어 적

절성이 영상의 정보성과 신뢰성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아님을 확인하

였다. 또한 패션 관여도가 높은 시청자는 크리에이터 목소리의 톤, 발음 등

의 적절성으로부터 영상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유익하다고 느끼며, 크리에이

터의 외형이 매력적일수록 영상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패션 관

여도가 낮은 시청자의 경우 크리에이터의 말투, 발음 등을 높게 평가할수록 

영상의 정보성이 떨어진다고 인식하며, 크리에이터의 외형을 높게 평가할수

록 영상의 내용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

이 일반적으로 대상에 대해 관여가 높을수록 메시지의 내용에 의해 태도 변

화가 일어나는 반면, 관여의 수준이 낮을 경우에는 메시지 이외에 주변 단

서에 의해 태도 변화가 일어난다(Petty & Cacioppo, 1984). 즉, 자신과 관

련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메시지 자체로부터 영향을 받아 태도가 형성되는 

반면, 자신과 관련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 메시지 보다는 그 외의 단서에 

의해 태도 변화가 일어남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을 통해 본 결과를 해석

해 보면, 명품 하울 영상 크리에이터의 신체외형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으로 언뜻 메시지 자체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신체외형 변수 측정 시 

패션과 관련성이 높은 크리에이터의 헤어스타일, 복장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패션 관여도가 높은 시청자의 경우 크리에이터의 신체외형이 설득

의 중요한 변인이자 메시지가 될 수 있다. 반면 패션 관여도가 낮은 시청자

의 경우, 크리에이터의 표정, 자세와 같은 패션과는 관련성이 떨어지는 신

체언어에 의한 태도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어서 명품 관여도에 의한 조절효과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지각된 콘텐

츠 정보 속성 중 유일하게 유희성에서만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패션 

관여도와 달리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서 

명품 관여도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크리에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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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명품 제품 및 브랜드에 대한 전문성이 높을수록 명품 관여도가 낮은 집

단에 비해 높은 집단이 영상의 재미를 더욱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주장 설득력이 낮을 때보다는 주장 설득력이 높을 때, 유희성 인식에 

있어서 두 집단 간의 차이가 크고, 명품 관여도가 낮은 집단의 유희성 지각

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사언어와 정보성의 관계에서 패션 관

여도의 조절효과와 같이 의사언어 적절성 수준이 높아지면 두 집단의 유희

성 지각이 커지며, 명품 관여도가 높은 시청자의 경우 크리에이터 의사언어

의 적절성을 높게 평가할수록 해당 영상을 재미있고 흥미롭게 인식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앞서 패션 관여도의 조절효과와는 달리 명품 관여도의 조절효과는 비언어

적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부분에 있어 적절한 해석이 요구된다. 특히나 같은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성과 주장 설득력에서 고집단과 

저집단의 그래프가 반대라는 점 또한 중요하다. 크리에이터가 명품 제품 및 

브랜드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경험을 가지고 있을 때, 명품 관여도가 높은 

사람들은 영상을 재미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는데, 이는 자신의 관여도가 높

고 친숙하기 때문에 영상을 재미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라 예상할 수 있

다. 반면, 크리에이터의 주장 설득력의 경우, 크리에이터가 자신이 명품 제

품 및 브랜드의 하울한 제품에 대한 구매 이유, 혹은 이 제품이 왜 아름다

운 제품인지에 대해 설명할 때 관여도가 높은 사람의 경우 이미, 자신이 명

품 제품 및 브랜드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개념과 가치가 정립되어 있고, 다양

한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리에이터의 주장 설득력이 높아질 수

록 이에 반발할 수 있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으며, 오히려 명품에 대해 관

여도가 낮은 집단은 크리에이터의 주장에 더욱 쉽게 매료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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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언어와 정보성에 대한 패션 관여도의 조절효과 그리고 의사언어와 유

희성에 대한 명품 관여도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는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데, 

시청자가 영상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유익하고 영상이 재미있다고 지각하는 

데 있어 크리에이터의 의사언어 적절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이는 자신

이 관심 있는 내용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 효과가 증가하는 선별적 노출로 

해석할 수 있는데, 패션 관여도와 명품 관여도가 높은 시청자의 경우, 명품 

하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이 패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크리에이터의 목

소리, 말투와 같은 요소에 더욱 귀를 기울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

다. 하지만 의사언어와 관여도에 관한 선행 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본 연

구 결과에 대한 이와 같은 해석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며, 좀 더 심도 있

는 연구와 그에 따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메시지에 대한 관여가 높은 경우 긍정적인 메시지보다는 부정적인 메시지

에 의한 태도 변화가 일어나기 쉬운 반면, 메시지에 대한 관여가 낮은 경우 

긍정적인 메시지에 의한 태도 변화가 일어나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

종민, 2007). 즉, 명품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시청자는 명품 하울 영상의 긍

정적인 정보 보다는 부정적인 정보로 인한 태도 변화가 일어나기 쉬움을 의

미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명품 하울 영상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대부분은 

부정적인 메시지보다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우세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특성에 있어서 명품 관여도의 조절효과가 잘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

며, 명품에 대한 정보, 신뢰 차원이 아닌 단순 재미라는 요소에 있어서 명

품 관여도의 조절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라 생각된다. 

넷째, 유튜브 채널의 구독을 결정짓는 각 커뮤니케이션 특성의 중요도를 

확인하기 위해 경로 효과 분석과 인공 신경망을 통해 비교 분석하였다. 경

로 효과 분석의 경우, 효과의 크기가 감정이입(언)>신체외형(비)>신체언어

(비)>의사언어(비)>전문성(언) 순으로 나타났으며, 인공 신경망 분석의 경



141 

 

우 감정이입(언)>주장 설득력(언)>신체언어(비)>의사언어(비)>신체외형(비) 

>전문성(언) 순으로 나타났다((언)은 언어적 커뮤니케이션,(비)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의미함). 이렇게 경로 분석과 인공 신경망 분석을 통해 커

뮤니케이션 특성 각각의 효과를 살펴보았지만, 1위와 2위의 커뮤니케이션 

특성 효과 크기 차이가 상당히 크고, 3위 이하의 커뮤니케이션 요소의 효과 

차이는 근소하기 때문에 각각의 순위를 매기는 것은 다소 비합리적일 수 있

으나, 커뮤니케이션 요소 효과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기 위한 용도로 사

용하였다. 경로 효과 분석과 신경망 분석의 결과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

지만, 감정이입이 구독을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과, 전

문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다는 점은 공통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반면, 경

로분석에서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효과가 두드러진 반면, 인공 신경망 

분석의 경우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요소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신체외형에 대한 결과는 두 분석의 결과가 서로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경로 

효과 분석 결과의 경우, 신체외형의 효과가 2위로 나타났지만 인공 신경망 

분석 결과에서는 신체외형의 중요도가 5위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먼저, 두 분석 방법이 상정하는 모형의 형태가 다름으로써 나타나는 차이

이다. 본 연구의 회귀 모형과 인공 신경망 모형은 독립변수(언어적·비언어

적 커뮤니케이션)와 종속변수(구독의도)는 동일하지만 그 중간을 구성하고 

있는 변수(노드)가 다르다. 회귀 모형에서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유희성, 

정보성, 신뢰성 이 3개의 변수가 크리에이터의 커뮤니케이션과 구독의도 사

이에 위치할 것이라 상정하였지만, 인공 신경망 모형의 경우 은닉층 내 노

드의 개수가 6개인 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정하였다. 즉, 이 두 모형의 구조

가 다름으로 인해서 신체외형에 대한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이라 예

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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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이유는 중요도를 구하는 방법의 차이 때문이다. 경로 효과 분석의 

경우 유의한 경로계수의 곱을 통해 종속변수(구독의도)에 대한 변수의 영향

력을 구하는 반면, 인공 신경망 분석의 경우 파라미터를 통해 가장 예측력

이 높은 모형을 구성한 뒤, 본 자료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완성된 모형

에 투입했을 때, 종속변수가 변하는 정도의 차이에 따라 변수의 중요도를 

산출한다(IBM SPSS Neural Networks 25 Guide). 경로 효과 분석에서는 

유희성이 구독의도에 미치는 영향력(경로계수)이 크기 때문에 신체외형이 

구독의도에 미치는 효과가 크게 나타났지만, 유희성을 고려하지 않고 데이

터 자체의 특성만 고려한 인공 신경망 분석에서는 신체외형이 크리에이터의 

구독을 결정하는데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독의도를 결정짓는 데 있어 신체외형의 중요도에 대한 두 분석의 결과

가 상이하지만, 어떤 분석의 결과가 더 옳다고는 할 수 없으며, 연구자가 

어떤 관점에서 이를 해석하는가의 문제이다. 데이터 자체만을 놓고 봤을 때, 

구독의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 신체외형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는 물론 본 연구에서 역시 유튜브 영상의 가장 중요한 콘텐츠 속성

은 유희성이기 때문에 신체외형과 유희성, 유희성과 구독의도, 이 두 관계

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신체외형에 대한 두 분석의 결과가 상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

석의 결과는 ‘감정이입’을 시청자가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요소로 꼽고 있다. 감정이입의 효과와 중요도는 다른 

변수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많은 언론 매체에서는 사람들

이 명품 하울 영상을 시청하는 주된 이유를 대리만족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데(이가희, 2017; 서창완, 2018), 본 연구 결과는 이를 실증적으로 뒷받침

하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143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1.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 

 

본 연구가 갖는 학문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상호작용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바탕으로 유튜브 명품 하

울 영상 맥락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해를 가능케 했다.  

 

명품 하울 영상의 화제성에도 불구하고 명품 하울 영상에 대한 학문적 접

근과 이해는 다소 미비하며, 하울이라는 용어 자체의 개념 또한 명확하지 

않은 시점에서 본 연구는 명품 하울 영상을 크리에이터의 메시지 전달이라

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 상호작용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바탕으로 명품 하울 

영상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유튜브 미디어에 대한 개념적 고찰을 

통해 유튜브 미디어의 특성이 CMC(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와 VMC(Video Mediated Communication)의 성격을 모두 가지는 동시에 

FTF(Face to Face) 커뮤니케이션 특성이 두드러짐을 확인하였고, 이를 바

탕으로 크리에이터의 커뮤니케이션을 언어적·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으로 

구분하였다. 특히 크리에이터의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구성하는 데 있어 

선행 연구에서는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하위 요인을 구성하지 않고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단일 개념으로 사용한 경우가 많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선

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 맥락에 맞게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전문성, 주장 

설득력, 감정이입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명품 하울 영상 콘텐츠 특성을 광

고 맥락과 비교하여, 영상 콘텐츠 정보 속성을 유희성, 정보성, 신뢰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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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함으로써 시청자가 명품 하울 영상을 통해 기대하는 바를 개념적으로 

구성 및 측정하였다. 이어서 크리에이터의 커뮤니케이션 특성으로부터 시청

자가 지각하는 콘텐츠 정보 속성이 유튜브 채널에 대한 구독의도와 영상에 

노출된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고찰하였다. 

즉, 상호작용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바탕으로 유튜브 명품 하울 영상 맥락을 

이해하였다는 점이 본 연구의 가장 큰 학문적 의의라 하겠다. 

 

둘째, 실증적 연구를 위해 유튜브 상에 업로드되어 있는 실제 영상을 사

용하였다.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에 적합한 개념과 특정 상황 하에서 나타나는 표본

의 내적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실험 처치법, 프레이밍 기법, 시나리오 제시

법, 자극물 제시법, 회상 기법 등 다양한 실험 방법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

서 측정하는 크리에이터의 커뮤니케이션 특성, 특히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의 경우,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피험자의 기억에 의

존하여 측정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회상 기법, 혹은 시나리

오 제시법을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고자 실제 유튜브 상에 업로드 되어 있는 명품 하울 영상을 자극물로 사

용하였다. 이를 위해 자극물 선정에 있어 조회 수, 구독자 수는 물론 영상

에 출현하는 크리에이터의 수, 하울하는 제품 등을 고려하였으며, 1개의 영

상만을 자극물로 사용할 경우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크리에이터의 커뮤니케

이션 특성에 따른 편향이 생길 것이라 염려되어 각기 다른 크리에이터의 영

상 3개를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실제 명품 하울 영상을 자극물로 사용함으

로써 연구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도

출한 연구 결과는 명품 하울 영상 맥락과 언어적·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대한 실증적 이해에 도움을 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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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기계학습을 이용한 인공 신경망 분석을 적용하였다.  

 

최근 산업계는 물론 학계에서는 인공지능, 특히 기계학습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본 연구에서는 기계학습의 한 분야인 인공 신경망 분석을 연구에 

적용하였다. 인공 신경망은 다양한 파라미터를 조정함으로써 각 변수 간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예측 모형을 만들 수 있다. 예측 모형이 만들

어지면 투입변수(독립변수)의 중요도를 산출하여, 해당 결과변수(종속변수)

에 대한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크리에이터의 언

어적 커뮤니케이션(전문성, 주장 설득력, 감정이입)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

션(신체언어, 의사언어, 신체외형)을 투입변수로, 구독의도를 결과변수로 설

정하여 인공 신경망 모형을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시청자가 유튜브 구독을 

결정짓는데 감정이입이 가장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인공 신경망 분

석을 글, 이미지 데이터가 아닌 설문을 통해 측정한 인간의 내적 상태에 대

한 데이터를 다루는 사회과학 분야에 적용하는데 있어 그 효과성과 효율성

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이 시점에서, 본 연구는 회귀모형의 경로 효과와 인

공 신경망 분석 결과를 비교하여 두 결과가 동일하지는 않지만 큰 흐름은 

유사하다는 점을 통해 인공 신경망 분석의 사회과학 분야에 대한 적용 가능

성 또한 미약하나마 검정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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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는 크리에이터를 위한 시사점과, 크리에이터를 통해 자사의 제품

을 홍보하고자 하는 기업을 위한 시사점,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실무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유튜브 크리에이터에게 본 연구가 가지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시청자는 영상 콘텐츠의 유희성과 신뢰성을 높게 평가

할수록 해당 영상에 대하여 구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본 연구가 명품 하

울 영상 맥락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여 다른 영

상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연구 설계 당시 명품 하울 영상이 다른 리

뷰 영상이나 하울 영상과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명품 하울 영상을 

선택하였다고 기술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품 하울 영상과 비슷한 

맥락, 예를 들어, 패션 명품이 아닌 다른 고가의 제품을 하울하는 경우, 혹

은 명품이 아니더라도 특정 제품(음식, 전자제품 등)에 대한 리뷰 형태의 

영상이라면 본 연구 결과를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형태의 영상을 다루는 크리에이터라면 영상 내용의 정보성보다 유희성

과 신뢰성에 초점을 두고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야 자신 채널의 구독자를 

늘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명품 하울 영상에서 크리에이터의 감정이입 능

력은 시청자의 구독의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기 때문에 크리

에이터는 제품을 개봉하고 설명하는 과정에 있어 최대한 자신의 감정을 적

극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지금껏 많은 크리에이터들은 

자신 채널의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 영상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금전적, 

물질적 보상, 이른바 구독자 이벤트 등을 통해 구독자 수를 늘려 왔다. 그

러나 최근 유튜브는 크리에이터가 이러한 방식으로 구독자 수를 늘리는 것

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최희주, 2019). 이런 상황에서 크리에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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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신 채널의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 자신 영상 콘텐츠와 커뮤니케이션 특

성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는 시기적으로 더욱 의미가 있다 

하겠다. 

이어서 본 연구가 기업에게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자사의 제품을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영상에 협찬하거나 영상을 통해 홍보하는 경우, 크리

에이터가 영상에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언급하도록 요청해야 할 것

이다. 명품 하울 영상 콘텐츠에서 정보성은 구독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

만,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제품 홍보의 목

적이라면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구매의도를 높일 수 있

는 전략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희성과 신뢰성을 간과해서

는 안 될 것이다. 더불어 유희성에 있어서 조절효과는 명품 관여도에서만 

나타났기 때문에 명품 브랜드는 명품 하울 영상을 통해 제품을 홍보할 때에, 

명품 관여도가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유희성을 높이는 전략이 요구된다. 즉, 

명품 브랜드는 명품 하울 영상에 협찬할 크리에이터 선택에 있어서 전문성

을 갖추고 말을 조리있게 하는 크리에이터보다는 감정 표현을 잘하고, 얼굴 

표정, 자세, 말투 등의 요소가 두드러진 크리에이터를 선택하는 것이 제품 

홍보 혹은 판매에 도움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명품 하울 영상 맥락에서 구독자 수를 늘리

고 싶어 하는 크리에이터는 물론, 명품 제품을 홍보하는 럭셔리 브랜드 모

두의 현실적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일부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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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 연구 외적 요인에 의한 영향을 통제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만전을 기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에서 실제 유튜브 명품 하울 영상을 자극물로 사용하였는데 

자극물 선정에 있어서 일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3개의 명품 하울 영상을 선

정하였다. 선정된 3개의 채널 명은 슈스스TV, 한별Hanbyul, 헤이즐Heizle

이다. 한별Hanbyul과 헤이즐Heizle과 달리 슈스스TV의 크리에이터는 지상

파 방송을 통해 대중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패션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이다. 

나머지 두 명의 크리에이터와 달리 한혜연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패

션 스타일리스트라는 직업적 특성에서 오는 전문성은 본 연구의 결과에 영

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된다. 실제로 각 자극물에 할당된 집단별 인지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는데, 한혜연을 제외한 두 크리에이터의 경

우 인지도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이 두 명의 크리에이

터와 한혜연과는 인지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

혜연의 인지도와 한혜연의 직업이 패션 스타일리스타라는 사실이 연구 결과

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된다. 향후 연구에서 유튜브 영상을 자극물로 

선정할 때에 영상 내용 이외에도 크리에이터 고유의 특성(인지도, 직업 등)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크리에이터의 고유 속성에 따른 유튜브 

영상 커뮤니케이션 효과에 대한 후속 연구 또한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구

성요소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구성하였는데, 많은 선행연구에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구성요소를 신체언어, 의사언어, 공간적 거리, 신체 외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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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요인으로 구성하여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지만,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의 경우 연구 맥락 별로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하위 요인의 구성이 상이하다. 

본 연구는 명품 하울 영상의 특성이 홈쇼핑과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쇼호스트의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요소를 바탕으로 크리에이터의 언어적 커

뮤니케이션을 전문성, 주장 설득력, 감정이입으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명품 

하울 영상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유튜브 영상의 경우, 자막(caption)이 등장

한다. 여기서 의미하는 자막이란 영상에 극적 효과를 주기 위한 문자 삽입

의 창의적 사용 혹은 화면의 의도적 편집을 의미한다(Park, 2009). 커뮤니

케이션에 있어서 문자 기호인 자막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크리에이터의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구성하는 데 있어 자막을 고려하지 못

하였다. 이는 유튜브 영상의 경우, 영상의 출연자와 영상의 편집자가 구분

되어 있으며, 유튜브 시청자 또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영

상에 노출되는 자막을 크리에이터의 커뮤니케이션으로 보아야 하는지, 편집

자의 커뮤니케이션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다. 특정 영상

의 경우, 크리에이터 본인이 자신의 영상을 편집함에도 불구하고 영상에 나

타나는 자신을 3인 칭화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영

상 출연자와 편집자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라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의 구성을 달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유튜브는 동영상을 공유하는 플랫폼의 기능은 물론 SNS로서의 기

능 또한 점차 강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유튜브 상에서 크리에이터와 시청자

는 다양한 형태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채널을 구독

하거나, 해당 영상에 노출된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 만을 상호작용 커뮤니케

이션 이론의 피드백(feedback)으로 고려하였으나, 구독의도와 구매의도 외

에도 시청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피드백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청자는 

영상 시청 후, 해당 영상에 대한 ‘좋아요’ 혹은 ‘싫어요’ 표시를 누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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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영상을 타인에게 공유할 수도 있으며, 영상 내용에 대한 댓글을 달거나, 

다른 사람의 댓글에 자신의 의견을 추가할 수도 있다. 이처럼 유튜브 플랫

폼 상에 시청자의 커뮤니케이션 피드백으로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독의도와 구매의도만을 시청자의 피드백으로 고려하였

다는 점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향후 연구에서 구독의도와 구매의도 외에

도 다양한 형태의 시청자 피드백을 고려한다면 유튜브 상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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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석사 연구생 박진수 입니다. 

  

본 설문지는 학위 논문의 바탕이 될 연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유

튜브 명품 하울 영상에서 유튜버의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시청자의 유튜브 

채널 구독에 관한 연구입니다.  

 

본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되며, 귀하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수집된 자료는 순수하게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고 통계적으로 처리될 뿐 공개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는 

설문 시작 전 혹은 설문 도중 귀하께서 원할 때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

하실 수 있으며, 연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형태의 불이익도 없을 

것입니다.  
 

각 질문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으니 명품 하울에 대한 짧은 영상을 시청하

신 후, 영상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모든 응답은 연구를 위해 매우 소중하고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설문에 응해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다음의 내용에 동의하시는지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2019년 하반기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패션머천다이징 연구실 

박 진 수 드림(02-880-8925 / stephanojsp@snu.ac.kr 
지도교수: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교수 이 유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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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 하울 영상 소개 및 시청 ------------------- 

 
▶ 명품 하울 영상이란? 

 
명품 하울 영상이란 유튜브 상에서 유튜버가 고액 명품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명품 제품의 포장을 개

봉하며 이를 품평하는 내용의 영상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 유튜브 명품 하울 영상 3개 중 1개 시청 

 

  

[영상 1]  명품백 입문자 모두 모여라! 명품백 입문자를 위한 슈스스 한혜연의 아주 친절한 특강! 

 

채널 명 슈스스TV 

재생 시간 14분 

URL https://youtu.be/f4kfqltLvo0 

[영상 2]  1570만원 질러 왔어요!!!! 명품 하울/언박싱 같이 뜯어요!!! 

 

채널 명 한별Hanbyul 

재생 시간 12분 

URL https://youtu.be/Uap5wvYTqg4 

[영상 3]  [Eng] 밀라노 명품 하울+ 쇼핑 Vlog (헤이즐 취향500% 화려템 잔뜩!) 

 

채널 명  헤이즐 Heizle 

재생 시간 15분 

URL https://youtu.be/HNNXggDw8Fc 

https://youtu.be/f4kfqltLvo0
https://youtu.be/Uap5wvYTqg4
https://youtu.be/HNNXggDw8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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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시청 확인 질문 --------------------- 
 

 

본 질문은 설문 참여자의 영상 시청 집중도를 확인하기 위한 설문 문항입니다. 위 2개의 문

항 중 1개의 문항이라도 오답을 선택하신 경우 설문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 

[영상 1] 명품백 입문자 모두 모여라! 명품백 입문자를 위한 슈스스 한혜연의 아주 친절한 

특강! 

▶ 본 영상에는 유튜버는 장갑을 끼고 제품을 설명한다.  (정답 :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 본 영상에서 유튜버는 안경을 착용하고 있다.  (정답 :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 

 

[영상 2] 1570만원 질러 왔어요!!!! 명품 하울/언박싱 같이 뜯어요!!! 

▶ 본 영상에서 유튜버는 영상 중간에 옷을 갈아입는다.  (정답 :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 본 영상에서 등장하지 않는 브랜드는?        (정답 : ④ 까르띠에(Cartier) ) 

①  루이비통(Louisvuitton)    ② 미우미우(Miumiu)   ③ 구찌(Gucci)     

④ 까르띠에(Cartier)   ⑤ 샤넬(Chanel)       

 

--------------------------------------------------- 

 

[영상 3] [Eng] 밀라노 명품 하울+ 쇼핑 Vlog (헤이즐 취향500% 화려템 잔뜩!) 

▶ 본 영상에서 크리에이터는 하울한 제품을 착용해본다.  (정답 : ① 예) 

① 예     ② 아니오 

▶ 본 영상에서 등장하지 않는 브랜드는?        (정답 : ④ 프라다(Prada)) 

①  겐조(Kenzo)  ② 르실리아(Lesilla)   ③ 구찌(Gucci)    ④ 프라다(Prada) 

⑤ 산드로(Sand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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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설문 응답 시작 ------------------- 

 

1. 다음의 문항에 대하여 잘 읽으시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칸에 체크해 주십시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 

 

번 

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 
유튜버는 상품 및 브랜드에 대한 지식과 만족

할 만한 수준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유튜버는 상품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유튜버는 상품 및 브랜드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유튜버는 상품 및 브랜드에 대해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유튜버의 주장은 타당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유튜버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유튜버의 주장은 납득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유튜버의 주장은 설득력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유튜버의 설명을 들으면서 마치 내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유튜버의 설명을 들으면서 크리에이터의 감정

이 같이 느껴졌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유튜버의의 설명을 들으면서 재미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유튜버가 웃을 때 나도 따라 웃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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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의 문항에 대하여 잘 읽으시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칸에 체크해 주십시오.    

 

  

번 

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 유튜버의 얼굴 표정은 풍부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유튜버의 얼굴 표정은 자연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유튜버는 말하는 내용과 상황에 따라 적절한 표정을 

짓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유튜버의 응시 방향은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유튜버는 카메라를 잘 응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유튜버의 시선처리는 말하는 내용과 상황에 따라 

적절 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유튜버는 말하는 내용과 상황에 따라 적절한 손동작을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유튜버의 고갯짓은 자연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유튜버의 상체 움직임은 자연스럽고 호의적으

로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유튜버의 자세는 안정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유튜버의 목소리 크기는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유튜버의 목소리 전달 속도는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유튜버의 목소리 톤은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유튜버의 발음은 분명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유튜버의 말투는 매력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6 유튜버의 목소리는 안정감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7 유튜버의 목소리에서 따뜻함이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8 유튜버의 목소리는 쾌활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9 유튜버의 인상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0 유튜버의 외모는 매력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1 
유튜버의 헤어스타일은 명품 하울 영상에 적절

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2 유튜버의 복장은 명품 하울 영상에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3 유튜버의 체형은 명품 하울 영상에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4 유튜버의 체형은 매력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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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의 문항에 대하여 잘 읽으시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칸에 체크해 주십시오.    

 

번 

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 유튜버의 영상은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영상의 내용은 재미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영상을 시청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영상의 내용은 흥미롭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영상의 정보는 최신정보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나는 시청한 영상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시청한 영상은 나와 관련 있는 정보를 제공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내가 명품 제품에 대한 구매 계획이 있다면 영상

의 정보는 도움이 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이 영상은 나에게 믿을 만한 정보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이 영상의 내용은 정확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이 영상의 내용은 진실되어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다음의 문항에 대하여 잘 읽으시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칸에 체크해 주십시오.    

 

번 

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이 채널의 영상을 지속적으로 보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이 채널의 다른 영상도 보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이 채널의 영상을 계속 시청할 의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명품 하울과 관련된 다른 채널보다는 이 채널

을 볼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나는 영상에서 소개한 명품 브랜드 혹은 제품을 

구매할 의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내가 명품 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 영상에서 소

개한 명품 브랜드 혹은 제품을 고려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이 영상에서 소개된 제품은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제품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나는 영상에서 등장한 제품을 구매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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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의 문항에 대하여 잘 읽으시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칸에 체크해 주십시오.   

 

번 

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명품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품 제품을 눈여겨 

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명품 브랜드 및 제품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명품에 대

해 잘 알고 있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패션은 나에게 많은 의미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패션은 나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나는 패션에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패션은 나에게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나는 패션에 대해 많이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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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은 유튜브 사용 습관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1. 당신은 1주일에 몇 시간 가량 유튜브를 시청하십니까?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 이상 3시간 미만   

③ 3시간 이상 5시간 미만   

④ 5시간 이상    

   

6-2. 당신이 구독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의 개수는 대략 몇 개 입니까? 

              개 

 

6-3. 당신이 구독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중 패션(뷰티 포함)관련 채널은 몇 개 입니까? 

              개  

 

6-4. 당신은 유튜브 프리미엄(YouTube RED)을 이용하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이용해 본 적은 있지만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다.   

③ 한 번도 사용해 본 적 없다.  

 

 

7. 다음은 개인 특성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1.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7-2. 귀하의 결혼 여부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미혼    ② 기혼    ③ 기타 

 

7-3.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중학교 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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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학교 재학   

④ 대학교 졸업    

⑤ 대학원 재학 이상 

⑥ 기타 

 

7-4.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주부   

② 학생   

③ 사무직(은행원, 일반 회사원, 일반 공무원 등) 

④ 전문직(교수, 연구원, 의사, 법조인, 회계사, 약사, 언론인 등)  

⑤ 경영 관리직(기업 간부, 고급 공무원, 중소기업/자영업 경영자 등)   

⑥ 전문 기술직 (엔지니어, 교사, 간호사, 연예인 등)   

⑦ 생산직 근로자  

⑧ 서비스/판매직(미용사, 운전 기사, 음식 숙박업 종사자, 판매원 등)   

  

 

7-5. 귀하 가정의 월 평균 수입(봉급, 이자, 기타 수입 포함)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③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④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⑤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⑥ 5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⑦ 60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⑧ 8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⑨ 1,0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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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귀하의 패션 상품 구입을 위한 한 달 평균 총 지출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5만원 미만 

② 5만원 이상 ~ 10만원 미만    

③ 10만원 이상 ~ 30만원 미만  

④ 3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⑤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⑥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⑦ 300만원 이상  

 

 

 

 

※ 끝까지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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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flood of media information, YouTube, a free video sharing site, 

has become an important media. People who create their own channels 

and upload videos on YouTube are called creators, and viewers can 

subscribe to these channels. Since the number of subscribers is closely 

related to the advertising revenue of creators, they often produce topical 

videos in order to increase the number of subscribers. For cre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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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ing with fashion, luxury haul is a representative topical content. 

However, the viewer’s internal algorithm that which part of the luxury 

haul video makes them to subscribe to the channel is unknown. 

Therefore, this study demonstrates how the verbal and non-verbal 

communication of creator in the luxury haul videos benefit the viewers 

to subscribe to certain channels and to purchase the luxury goods 

introduced in the videos. To find out this study,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are presented.  

First, examining the effect of both verbal communication(Expertise, 

Persuasiveness,  Empathy) and non-verbal communication(Kinesics, 

Paralanguage, Physical appearance)of the YouTube  luxury haul video 

creator on the perceived content information attributes(Entertainment, 

Informativeness, Reliability). Second, demonstrating the effect of 

perceived content information attributes(Entertainment, 

Informativeness, Reliability) on subscribing intention and purchase 

intention. Third, confirming the moderating effects of fashion 

involvement and luxury involvement, which are expected to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cation effect of creators and perceived 

content information attributes. Lastly, calculating the importance of 

verbal and non-verbal communication elements in subscribing to 

YouTube channels with the artificial neural network model, and 

identifying the communication elements that creators should focus on 

when producing video. In order to empirically test the research 

questions, Korean women in their 20’s and 30’s were randomly exposed 

to one of three real luxury haul videos uploaded on YouTube. From this, 



183 

 

responses were collected from a total of 337 samples and all response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ffect of creator’s verbal and non-

verbal communication on the attributes of visual contents information 

perceived by viewers, empathy and physical appearance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Entertainment.  The influence of expertise, 

empathy, kinesics, and paralanguage on informativeness was found to be 

significant. However, the persuasiveness had no effect on perceived 

content information attributes.  

Secon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effect of perceived content 

information attributes on subscribing intention and purchase intention 

for products introduced in luxury haul video, entertainment and 

reliability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subscription intention except 

information. In the case of purchase intention, all three elements of 

perceived content information attributes have a significant effect. 

Third, we analyzed the moderating effects of fashion involvement and 

luxury involveme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reators’ communication 

effect and perceived content information attributes. The fashion 

involvement had a moderating effect only on informativeness and 

reliability. Specifically, there was a moder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kinesics-informativeness, paralanguage-informativeness, 

kinesics-reliability, physical appearance-reliability. In the case of 

luxury involvement, the moderating effect appeared only in 

entertainment(expertise, persuasiveness, paralanguage), unlik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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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hion involvement.  

Lastly, we established an artificial neural network that best represents 

the relationship between creators’ communication characteristics and 

subscribing intentions. Through the neural network model, the 

importance of each communication element was confirmed. It appeared 

in the empathy>persuasiveness>kinesics>paralanguage>physical 

appearance>expertise order. 

This study has some meaningful implications in that the research was 

conducted in the context of YouTube’s luxury haul video, which has not 

been studied a lot yet, and the interaction between YouTube creators 

and viewers is interpreted through communication theory. In particular, 

the communication characteristics of the luxury haul video creator are 

composed of verbal communication and non-verbal communication to 

provide a theoretical basis for understanding a series of processes 

ranging from each communication element to the viewer’s intention to 

subscribe to the YouTube channel and to purchase of products in the 

video.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helpful in establishing strategies to 

satisfy their needs not only for luxury haul creators who want to 

increase subscribers, but also for brands that support luxury products 

to the creator whom they want to sponsor. 

 

Keyword : Luxury Haul, Verbal·Non-verbal Communication, 

Subscribing Intention 

Student Number : 2018-2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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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계획상에 변경사항 (연구자 변경, 연구내용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본 위원회에 변경
신청을 하여 승인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여 주십시오.

3. 유효기간 내 연구가 끝났을 경우 종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유효기간 이후에도
연구를 계속하고자 할 경우, 2020-10-25까지 지속심의를 받도록 하여 주십시오.

검토의견

계획서 검토 의견

동의서 검토 의견

기타 검토 의견

2019년 11월 25일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본 위원회가 승인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반드시 계획서에 따라 연구를 수행해야 합니다.



2.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연구참여자 동의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3. 모국어가 한국어가 아닌 연구참여자에게는 승인된 동의서를 연구참여자의 모국어로 번역하여 사용

해야 하며 번역본은 인증 및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4. 연구참여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 진행중의 변경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연구참여자의 보호를 위해 취해진 응급상황에서의 변경에 대해서는 즉각 위원

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5. 위원회에서 승인 받은 계획서에 따라 등록된 연구참여자의 사망, 입원, 심각한 질병에 대하여는 위원

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6. 임상시험 또는 연구참여자의 안전에 대해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정보는 즉각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7.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구의 진행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8. 연구참여자 모집광고는 사용 전에 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9. 강제 혹은 부당한 영향력이 없는 상태에서 충분한 설명에 근거하여 연구참여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잠재적인 연구참여자에 대해서 연구 참여 여부를 숙려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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