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생활과학석사 학위논문

패션 인플루언서의 체형이 친근감과 

감탄을 매개로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

2020년  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이 희 윤





- i -

국문 초록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기반으로 소비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사회문화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패션 인플루언서는 새로운 

주요 마케팅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의 전통적인 매체 광고에 

비해 패션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은 정보의 유용성, 신뢰성, 

진정성과 같은 긍정적인 소비자 반응을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루언서에 대한 연구는 인플루언서의 존재 유무에 따른 

영향력 혹은 전통적 광고모델과의 차이 비교라는 기초적인 단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중요한 마케팅 요소로서 패션 

인플루언서의 학문적 이해 및 실무적 활용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어 

소비자의 사회심리학적 측면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패션 인플루언서의 매력성을 측정하는 요소 중 하나인 체형은 

사회비교이론을 바탕으로 비교하는 대상의 위치에 따라 상향 혹은 

하향비교를 통해 상대에 대한 평가 및 소비자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 

구체적으로 유사 혹은 하향 비교의 대상에 대해서는 자신과 유사한 능력 

혹은 속성에 대해 유대감과 친근감을 형성한다. 반면, 상향 비교의 

대상에 대해 사람들은 표준 이상의 능력 혹은 성취를 보였다고 생각하며 

기뻐하는 감정의 감탄을 표현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패션 

인플루언서의 체형 차이가 친근감 혹은 감탄을 매개하여, 최종적으로 

패션 인플루언서에 대한 추천의도 및 자신의 SNS게시물에 대한 

자기표현의도와 자기제시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의 정확한 반응을 도출하기 위하여 실제 

패션 인플루언서 게시물과 유사하게 자극물을 제작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연구 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패션 인플루언서의 체형 

차이에 따라 이상적 체형 집단과 현실적 체형 집단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소비자패널 전문 설문조사기관인 마크로밀 엠브레인을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80개의 자료를 사용하여 SPSS22.0과 

AMOS18.0을 통해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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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 인플루언서의 체형이 소비자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패션 인플루언서의 체형이 현실적일 때 소비자들은 이상적 

체형일 경우에 비하여 친근감을 형성하였다. 이는 패션 인플루언서와 

수용자 사이의 유사성이 높을수록 인플루언서에 대한 심리적 유대감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반면, 연구가설과는 다르게 이상적 체형의 패션 

인플루언서가 아닌 현실적 체형의 패션 인플루언서에게 소비자들은 

감탄의 감정까지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적 유사성을 통해 

친근감을 지각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자신의 

개성을 당당히 드러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이 놀라움을 경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패션 인플루언서의 체형이 소비자 행동의도에 미치는 

주효과를 확인하였다. 패션 인플루언서의 체형이 현실적일 때 

소비자들은 높은 추천의도와 자기표현의도를 형성하였다. 이는 이상적 

체형의 모델이 아닌 현실적 체형의 모델에 대해 오히려 소비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자신의 몸에 대한 만족도도 높게 평가한다는 

Dierichs 외(2011)의 연구와 유사한 맥락으로 이상적인 규범에서 

벗어나 다양성의 추구가 패션 인플루언서에 대한 평가 및 소비자 자신에 

대한 평가에 중요한 속성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패션 인플루언서의 체형이 친근감과 감탄을 매개하여 

소비자의 행동의도에 미치는 정적 효과를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패션 

인플루언서의 현실적 체형은 각각 친근감과 감탄을 완전매개하여 

추천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패션 인플루언서의 체형이 현실적인 

경우 친근감을 매개하여 인플루언서에 대한 추천의도뿐만 아니라 자신의 

SNS 게시에 있어 자기표현의도와 자기제시의도 또한 높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패션 인플루언서에 대한 평가 시 친근감의 

반응을 유발함으로써 긍정적인 태도뿐만 아니라 SNS에 자발적으로 

자신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하는 행동의도를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패션 인플루언서의 체형이 이상적인 경우 소비자의 

추천의도와 자기제시의도에 대한 감탄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반대로 패션 인플루언서의 체형이 현실적일 때 감탄을 매개하여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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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의도와 자기표현의도를 형성하였다. 이는 앞선 연구가설 검증과 

동일한 맥락에서 패션 인플루언서의 현실적 체형이 소비자 태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함과 동시에 소비자가 느끼는 감탄의 

감정이 사회적으로 아름답다고 규정된 체형에 대한 영향보다 SNS에 

콘텐츠를 게시하고자 하는 의도에 영향을 끼치는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친근감과 감탄의 병렬적 매개효과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패션 인플루언서의 이상적 체형이 자기제시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이상적인 자아 

표현을 중시하는 자기제시의도에 있어 소비자가 인지하는 감정보다 

이상적인 몸매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신체 관련 정보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패션 온라인 

쇼핑 맥락에서 구체적인 모델 평가 요소인 체형을 도입하여 소비자의 

감정반응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규명하였다. 인플루언서 연구가 

전통적인 광고모델과의 비교에 치중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에서 본 

연구는 소비자의 정서적인 측면으로 연구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가진다. 특히, 기존의 연구들에서 인플루언서의 신체적 매력성이 

강조되어왔는데 본 연구를 통해 이상적인 체형이 소비자의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또한, 패션 인플루언서가 단순히 홍보 모델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수용자의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고 개인적 SNS 

게시물의 표현방식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을 확인해 패션 마케터들에게 

표적고객에 맞는 인플루언서들을 효과적으로 선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패션 인플루언서를 단순히 홍보기획을 위한 모델 

중 하나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인플루언서의 구체적 특성에 따른 

심리기제의 영향력에 의미를 둘 것을 제안한다. 

주요어 : SNS 패션 인플루언서, 바디 이미지, 친근감, 감탄, 

사회비교이론, 체형, 소비자 감정, 소비자 행동의도

학   번 : 2018-2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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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온라인 기반의 플랫폼으로 다양한 사용자들과의 상호소통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확대시킬 수 있는 가상의 공간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는 텍스트, 이미지, 혹은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Boyd & Ellison, 

2007). 그 중 이미지 기반의 SNS는 보다 직관적이며 단순한 콘텐츠 

구성으로 구매결정에 있어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Ko et al., 

2014). 특히, 사진과 동영상 등 시각적 정보 기반의 SNS를 중심으로 

소비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사회문화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주요 일반인 정보원인 인플루언서의 게시물이 중요한 마케팅 

전략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조성우, 2011). 인플루언서를 통한 

광고는 전통적인 매체 내 유명인과 비교했을 때 정보의 유용성, 신뢰성, 

진정성과 같은 긍정적인 소비자 반응을 이끌어내기 때문이다(최지윤 & 

정윤재, 2017; 윤아영, 이은영, & 이현화, 2018). 인플루언서는 

의견선도자에서 현재 구매의사결정의 주요 요인으로 그 역할이 확대되어 

다양한 패션 브랜드에서 광고모델로 적극 채용될 뿐만 아니라 

인플루언서 마켓이라는 새로운 리테일영역까지 구축하고 있다(강인원 

외, 2018). 

최근 패션 분야에서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은 점차 확대되어 가는데 

비해 인플루언서에 대한 선행연구는 인플루언서의 존재 유무에 따른 영

향력 확인 혹은 전통적 광고모델과의 차이 비교라는 기초적인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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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진행되어왔다. 이에 본 연구는 중요한 마케팅요소로 활용되는 인플루

언서의 영향력을 사회심리학적 측면을 고려해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자기 몸 긍정주의와 연관시키고자 한다. 자기 몸 긍정주의

(Body Positivism)란 자신의 모습을 인위적으로 꾸미지 않고 있는 그

대로의 나를 사랑하자는 취지의 SNS 캠페인으로 인플루언서 개인으로

부터 시작되어 현재는 브랜드로까지 확산된 운동을 의미한다(“입고싶은 

옷을 입으세요”, 2018). 특히, 패션분야에서 정보탐색 및 구매결정 과

정에서 사이즈 혹은 실루엣 등 신체 관련 정보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만

큼(Rosa et al, 2006) 패션 인플루언서의 매력성을 측정하는 요소 중 

하나인 체형을 바탕으로 소비자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가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소 제한적으로 연구되어 오던 

패션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에 대해 사회비교이론을 적용해 체형이 소비자

의 태도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사회비교이론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으로(Festinger, 1954), 미디어의 영향력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대중매체로 그 

비교대상이 확장되고 있다(성영신 외, 2007). 이때 사회비교이론은 

비교하는 대상의 위치에 따라 상향 혹은 하향비교로 구분된다. 자신보다 

나은 위치에 있는 타인과 비교할 때 사람들은 상향 비교를 하며 감탄, 

찬양 혹은 자기 개선의 의지를 내보이는데(Schindler et al., 2015) 

잡지 혹은 TV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아름답다고 규범화된 

이상적인 체형(D’Alessandro & Chitty, 2011)은 수용자에게 상향 

비교의 대상으로 여겨진다(Lennon & Rudd, 1994). 반대로 자신과 

유사하거나 낮은 위치에 있는 타인과 비교할 때 사람들은 유사 또는 

하향 비교를 하며 친근감 혹은 자기고양을 느끼는데(Oveis et al., 

2010; Zuckerman & O’Loughlin, 2006) 보통이거나 통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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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체형(Akestam et al., 2017)은 수용자와 비교대상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유사성을 형성해 하향 비교의 대상이 되며, 모델의 

매력성 평가 및 구매의도에 정적 영향을 끼친다(Janssen & Paas, 

2014).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비교이론 중 상향 혹은 하향 비교에 따라 

소비자들이 어떻게 자신과 타인의 특성, 능력, 혹은 속성들을 비교하며 

서로 다른 경로(감탄 혹은 친근감)로 소비자 행동의도를 형성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가지는 학문적 및 실무적 의의는 다음과 같을 

것으로 기대한다. 첫째, 주로 패션 산업 내 새로운 마케팅 요소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연구되어 오던 패션 인플루언서에 대해 수용자의 

정서적 효과를 파악하였다는 점과 전통적 광고모델과의 비교에 

국한되어오던 패션 인플루언서의 연구에서 나아가 체형이라는 구체적인  

평가 속성의 효과를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둘째, 전통적으로 모델의 매력성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으로써 이상적 

체형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일반인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쇼핑환경에서 의견을 선도하는 패션 인플루언서는 

신체적 매력성이 아닌 상호작용성 혹은 진실성과 같은 내재적 속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이상적인 미의 추구가 아닌 개성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자기 몸 긍정주의 현상에 대한 근거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패션 인플루언서가 단순히 홍보모델로의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수용자의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고 개인적 

SNS 게시물 표현방식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기반으로 패션 리테일 분야에서 패션 인플루언서와 소비자 사이의 

참여형 마케팅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활용하고자 하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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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고객의 특성에 맞는 인플루언서 혹은 크리에이터를 도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여겨져 실무적 의의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온라인 쇼핑환경에서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떠오르는 

패션 인플루언서가 소비자 반응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회심리학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패션 인플루언서의 체형 차이에 따른 

소비자의 감정반응을 설문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패션 

인플루언서의 체형이 감정반응을 거쳐 추천의도와 개인 SNS에서의 

자기표현 및 제시의도에 이르는 경로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 인플루언서의 체형이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패션 인플루언서의 체형이 현실적일 때 소비자들은 

높은 친근감을 지각하며, 패션 인플루언서의 체형이 이상적일 때는 

반대로 높은 감탄을 지각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즉, 패션 

인플루언서의 체형 차이에 따라 소비자가 느끼는 감정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둘째, 패션 인플루언서의 체형이 소비자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패션 인플루언서의 이상적 체형이 

현실적 체형에 비해 추천의도와 자기제시의도를 보다 잘 형성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반면, 패션 인플루언서의 현실적 체형이 이상적 

체형에 비해 자기표현의도를 보다 잘 형성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셋째, 패션 인플루언서의 체형이 소비자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사이 친근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패션 

인플루언서의 현실적 체형이 이상적 체형에 비해 친근감을 보다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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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는지 확인하고, 패션 인플루언서의 구체적인 매력성 요인인 체형 

이 소비자와 유사하다고 인식될 때 소비자가 느끼는 행동의도의 변화에 

대해 심도 있게 이해하고자 한다. 특히, 패션 인플루언서와 자신 사이의 

친근감을 인지할 때 소비자들은 자신의 정체성 혹은 신념 등 내재적 

가치에 대해 보다 집중하며 자신의 SNS 계정에 까지 관련된 내용을 

업로드하려는 태도까지 이어질지 확인하고자 한다. 

둘째, 패션 인풀루언서의 체형이 소비자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감탄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현실적 체형의 패션 

인플루언서와 비교하여 이상적 체형의 패션 인플루언서를 관찰할 때, 

소비자들은 감탄의 감정을 형성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소비자가 

형성하는 감탄의 감정이 패션 인플루언서에 대한 추천의도와 

자기제시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패션 

인플루언서의 체형이 이상적일 때 소비자들에게 사회적 규범과 이상적 

가치가 강조되며 단순히 추천하고자 하는 태도 이상으로 자신의 SNS 

계정에도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사회적 이미지가 드러나는 내용을 

업로드하려고 할지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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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와 연구의 목적, 

그리고 연구의 전체적인 구성을 소개하고자 한다.

제 2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패션 인플루언서, 사회비교 이론과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체형유형의 효과, 소비자 감정 반응의 친근감과 

감탄, 그리고 소비자 행동 반응인 추천의도, 자기표현의도, 

자기제시의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연구모형 설정에 대한 이론적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제 3장 연구 방법 및 절차에서는 앞서 논의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연구문제 및 가설을 설정하고, 실험 설계 및 절차, 예비조사를 

바탕으로 한 자극물 구성, 측정도구 및 자료 수집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4장 연구 결과 및 논의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문제를 검증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제 5장 결론 및 제언에서는 연구의 전체적인 결과를 요약하고, 

연구 결과에 따른 학문적 및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는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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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SNS 패션 인플루언서

본 절에서는 주요 쇼핑채널로 자리매김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시장에서 의견선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인플루언서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인플루언서의 등장 배경과 정의에 대해 살펴보고, 인스타그램의 패션 

인플루언서가 온라인 기반의 플랫폼에서 가지는 영향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인플루언서의 등장과 특성

인플루언서(Influencer)는 소셜 미디어 상에서 다른 일반 소비

자 혹은 이용자와 비교했을 때, 유난히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주요 

소비자로 정의되며(조성우, 2011) 이들이 만들어 내는 콘텐츠의 파급력

은 오늘날 직접적인 브랜드 프로모션 이상의 효과를 내고 있다. 인플루

언서라는 단어는 2005년 블로그 플랫폼에서 처음 등장한 이래로 페이스

북,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그리고 스냅챗 등 다양한 소셜 미디어

를 통해 사용되고 있으며(Abidin, 2016), 블로거(blogger)의 최신 형태

로서 인플루언서는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수백만의 팬을 보유하며 소

비자들에게 새로운 셀러브리티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오늘날 다양한 SNS 플랫폼을 기반으로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

은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스마트폰 보급율이 급격히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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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남에 따라 소비자들은 실시간으로 사진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

으며 전통적 매체의 셀러브리티와는 다르게 인플루언서와 시간과 거리에 

상관없이 쌍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Araujo & 

Neijens, 2012). 미국의 전문 인플루언서 마케팅 업체인 Mediakix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을 기반으로 한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만 17억 달

러 규모에 달하며, 앞으로도 그 시장 크기가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Instagram Influencer Marketing”, 2019). 특히, 주요 SNS 이용

자인 20대에서 30대 여성 소비자들에게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조순아, 

2018) 국내 e-커머스를 비롯한 유통업체들은 인플루언서들과의 각종 

협력 방안들을 제안하고 있다. 위메프는 지난 10월 인기 인플루언서들

을 섭외해 실시간으로 상품을 판매해 누적 판매량 10만개 이상을 달성

했으며, GS샵과 신세계 등 대형 유통사에서는 인기 인플루언서들과 함

께 SNS마켓과 원데이 세미나 등을 기획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최근에는 자신이 팔로우하는 인플루언서에 대해 느끼는 진정성과 팬쉽이 

그들이 판매하는 제품까지 전이되어(김우빈 & 추호정, 2019; 박세준 & 

조승호, 2015; 이경렬 & 한송희, 2014) 직접 제품을 소싱하거나 기획

해 판매하는 인플루언서들까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인플루언서 쇼

핑”, 2019).

인플루언서에 대한 선행연구는 정보제공 주체 및 이용자 측면으

로 나뉘어 진행되어왔다. 정보제공 주체로서 인플루언서는 다양한 긍정

적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브랜드 자체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비교하여 인플루언서가 제공하는 정보는 높은 정보의 유용성, 신뢰성, 

유희성을 띈다(윤아영, 이은영, & 이현화, 2018). 연예인과 비교했을 때

는 진정성과 메시지 수용도 측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지윤 & 정윤재, 2017). 추가적으로, 최근 연구에서는 인플

루언서의 유형을 구분하여 유명인과 일반인 사이의 주목성에 따라 제품 



9

태도 및 구매의도가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했다(오지연 & 성열홍, 

2018). 선행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반응 가운데 공통적으로 인플

루언서는 비교적 개인 소비자와의 거리가 가까워 공감과 동경을 이끌어

내는데 보다 용이하다고 여겨진다. 

반면, 정보 이용자 측면에서 인플루언서를 팔로우하는 구독자는 

정보성 혹은 상호작용성을 추구하는 특징을 가진다(이윤아, 나성민, & 

이지연, 2015). 제공되는 콘텐츠의 진실성 혹은 신뢰성에 따라 수용의

도 및 구전의도가 달라지는데(박세준 & 조승호, 2015) 이는 영향력이 

있는 인플루언서 뿐만 아니라 이를 수용하는 일반 소비자들의 특성 또한 

중요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인플루언서 자체

의 노출에 대한 단순한 영향력을 파악하였을 뿐(오지연 & 성열홍, 

2018; 손동진 & 김혜경, 2017; Evans et al., 2017) 구체적인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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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스타그램 패션 인플루언서의 영향

인스타그램은 다양한 소셜 미디어 중 이미지 기반의 플랫폼으로 

사용자 수가 가장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페이스북 혹은 트위터와 

같은 기존의 SNS와는 다르게 인스타그램은 사진과 동영상을 중심으로 

시작적인 정보 전달력이 높으며, 해시태그를 활용해 짧은 단어를 통한 

정보 공유 및 검색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Ahn & 

Kim, 2016; 이윤아 외, 2015). 2017년 말을 기준으로 인스타그램의 

이용자 수는 8억 명 이상을 달성했으며(Clement,2018),국내 역시 

2017년 8월을 기준으로 한 달 이용자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나타났다(“한국 인스타그램 월 이용자”, 2017)

패션 및 뷰티산업에서 인플루언서는 인스타그램을 기반으로 젊

은 여성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Abindin, 2014). 특히 인

스타그램을 통해서는 스폰서쉽 기반의 단발적인 홍보성 제품 게시에 그

치지 않고 이들을 팔로우하는 구독자들로 인해 태그 활동, 재포스팅

(reposting), 그리고 해시태그 기능을 활용하여 직접 구매한 제품에 대

한 오늘의 룩(OOTD) 게시 등 자발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방대한 양의 

콘텐츠가 생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수의 기업 혹은 브랜드들은 하나

의 마케팅전략으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에잇세컨즈는 2018년 5월, 2335 밀레니얼 소비자를 대상으로 

“#myfavoriteme” 캠페인을 진행했다. 200여명의 인플루언서가 자사

의 제품을 착용하고 일상 속의 모습을 공유하며, 소비자들의 참여 및 홍

보를 이끌어냈다(“에잇세컨즈 캠페인”, 2018). 또한, 단순한 콜라보레

이션 혹은 협찬에 그치지 않고 국내 기업들은 각 브랜드개성에 맞는 인

플루언서들을 모아 하나의 플랫폼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롯데백화점은 

40여명의 인플루언서들의 일상 및 상품 콘텐츠를 모아둔 쇼핑 플랫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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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온(Neon)’을 공개했으며(“SNS스타 쇼핑플랫폼”, 2018), 신세

계 백화점은 지난 4월 인플루언서 브랜드만을 모은 ‘신세계 브랜드 서

울’행사를 열어, 3일간 약 50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일반인 셀러브리티 마케팅”, 2018).  

인스타그램 내 패션 인플루언서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만의 

취향과 개성이 드러나는 패션 스타일을 표현하며 많은 수의 팔로워들을 

보유한 일반인 정보원을 의미한다(Jin et al, 2019). 이들은 주로 100

만명 이상의 팔로워를 지닌 메가 인플루언서이며, 친근하고 따라할 수 

있는 일상복에서 레드카펫 패션까지 다양한 아이템을 선보이고 있다(김

새봄 & 이은숙. 2019). 기존의 전통적인 정보원이었던 연예인과 비교하

여 인스타그램의 패션 인플루언서는 상호작용성과 관여의 정도가 높게 

인식되어 신뢰감을 형성하고 브랜드태도 및 구매의도 등 긍정적인 소비

자 행동반응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Jin et al., 2019; 

Schouten et al., 2019). 또한, 새로운 주요 소비자층으로 떠오르는 밀

레니얼 세대와 포스트 밀레니얼 세대들을 대상으로 패션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쇼핑환경에서 이들이 지닌 효과

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SanMiguel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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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사회비교 이론과 체형

본 절에서는 기존의 광고학과 체형학 연구에서 주되게 

다루어지는 사회비교 이론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한다. 자신과 

비교하는 대상 사이에서 소비자가 느끼는 감정과 태도에 대해 고찰하여 

본 연구의 이론적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선행연구를 통해 

정보원의 매력성의 하위 차원인 체형의 차이에 따른 효과를 

사회비교이론에 적용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 사회비교 이론(Social Comparison Theory)

타인과 자신을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비교하려는 행동은 

사회 만연한 현상으로 개인의 자의식 평가, 상대에 대한 동경, 그리고 

주관적 웰빙 등의 다양한 결과에 영향을 끼친다(Nabi & Keblusek, 

2014; Suls & Wheeler, 2002; Festinger, 1954).  

Festinger(1954)는 사회비교 이론(Social comparison 

theory)의 기초를 확립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려는 사람들의 

심리 기저에 대해 체계적인 이론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평가의 목적으로 타인의 의견, 신념, 그리고 능력들을 자신과 비교 

평가하며 자신과 유사한 비교대상을 관찰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게 자신에 

대해 인지한다고 밝혔다(Van Lange et al., 2011). 이후 사회비교 

이론은 사회인지(Social cognition), 감정 연구, 인지적 심리학, 자기 

이론(Self-theory)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서 사람들의 행동과정 및 

동기를 규명하는데 적용되었다(Suls & Wheeler, 2002).   

 사회비교 이론은 비교하는 대상의 위치에 따라 크게 상향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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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향비교 2가지로 구분되는데 자신보다 나은 위치에 있는 타인과 

비교할 때 사람들은 상향 비교를 하며, 반대로 자신과 유사하거나 낮은 

위치에 있는 타인과 비교할 때는 하향 비교를 한다(Gerber et al., 

2018). 상향 비교의 대상에 대해 사람들은 표준 이상의 능력 혹은 

성취를 보였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상향의 비교대상과 동화될  때 

기뻐하는 감정의 감탄을 표현한다(Algoe & Haidt, 2009). 또한, 

Wood(1989)의 연구에 따르면 롤모델과의 상향 비교를 통해 사람들은 

희망과 영감을 얻으며 자기 개선(Self-improvement)동기를 갖는다고 

나타났다. 

반면, 유사 혹은 하향비교에 따라 자신과 유사한 타인의 특성, 

능력, 혹은 속성에 대해 사람들은 친숙함, 유대감, 또는 소속감을 느끼는 

감정인 친근감을 표현한다(Sternberg, 1996). Wood 외(1985) 연구에 

따르면 하향 비교를 통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이루며 자기 증진(Self-enhancement)의 동기를 가진다고 

나타났다. 또한, Nabi와 Keblusek(2014)의 연구에서는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인물에 대해 사람들이 하향비교의 과정을 거쳤을 때 오히려 

희망의 감정을 매개해 자기 증진의 태도를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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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실적 체형의 개념과 특성

현실적 체형은 고정관념에서 비춰지는 이상향과는 다르게 적당

히 마르거나 통통한 체형을 의미한다(�kestam et al., 2017). 최근 연

구들에 따르면, 현실적인 모델의 이용이 날씬한 모델들보다 오히려 긍정

적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Bian & Wang, 2015; Janssen & Paas, 

2014; D’Alessandro & Chitty, 2011). Smeester와 Mandel(2006)

의 연구에 따르면, 보통의 신체사이즈를 지닌 여성모델이 날씬한 모델보

다 더 매력적으로 평가되며 수용자의 신체이미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

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나타났다. 또한, 평균 사이즈의 모델은 습관적으

로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모델과 자신을 비교하는 소비자들에게 안도효과

(Relief effect)을 제공해 불안감을 낮춘다고 나타났다(Dittmar & 

Howard, 2004). 

현실적인 모델의 활용은 소비자의 신체이미지 형성에 그치지 않

고 소비자 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kestam과 

Dahlen(2017)에 따르면, 날씬한 모델은 광고저항감을 일으켜 광고태도

에 부적 영향을 끼치는데 비해 현실적인 신체사이즈의 모델은 다양한 여

성상을 연상시켜 긍정적인 광고태도를 형성한다고 밝혀졌다. 유사성 유

인기능(Similarity-attraction function)을 바탕으로 자신과 비슷한 속

성이 있다고 여겨질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매력적이다고 인식하기 때

문이며(Byrne et al., 1971), 나아가 광고모델의 현실적인 신체 사이즈

와 수용자 사이의 인지된 유사성은 모델의 매력성과 소비자의 광고태도 

그리고 구매의도에도 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나타난 바가 있다(Janssen 

& Paas, 2014).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자면, 모델의 현실적 체형은 소비자와 미

디어 속 인물 사이의 거리를 상대적으로 좁혀 긍정적인 소비자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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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는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모델의 

신체사이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잡지 혹은 TV광고

와 같은 전통적 매체에 한정되어 연구되었으며 최근 SNS에 관련된 바

디 이미지 연구 역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날씬한 체형의 모델에 따른 신

체적 만족도를 측정하는데 그쳐 현실적 체형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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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상적 체형의 개념과 특성

이상적 체형은 잡지 혹은 TV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아름답다고 규범화된 몸매를 의미한다(D’Alessandro & Chitty, 

2011). 전통적으로 광고에서 비춰진 이상화된 체형은 모델의 매력성과 

신뢰성과 연관되어 왔는데(Joseph, 1982) “What is beautiful is 

good”이론(Dion & Walster, 1972)에 따르면, 신체적으로 매력적인 

모델은 품위, 고위직, 친절함과 같이 외형과는 무관한 여타 속성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날씬한 모델은 플러스 사이즈인 모델과 비교해 

소비자들에게 보다 호의적인 태도를 일으켜 궁극적으로 높은 구매의도를 

형성한다(Bower, 2001; Kahle & Homer, 1985; Joseph, 1982). 

특히, 향수와 같은 쾌락적인 제품에 대해 날씬한 모델을 기용했을 때 

광고 측면에서 긍정적인 브랜드 태도와 구매의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병욱 & 김영조, 2014; D’Alessandro & Chitty, 

2011). 

한편,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날씬한 모델은 오히려 개인의 신체이미지, 신체불만족, 그리고 

자존감 등의 심리기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

민선 & 이현화, 2017; Meier & Gray, 2014; 남수정 외, 2009). 이상

적인 외모의 모델을 인식함으로써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불만족감을 느끼며, 궁극적으로 부정적인 신체 감시 및 자아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이다(남수정 외, 2009). 특히 페이스북과 같은 SNS을 이용

하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외모비교성향이 높을수록 

신체감시 성향 및 신체불만족 정도가 높아지며 심지어는 성형과 같은 위

험한 외모관리행동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이어졌다(오현숙, 2017; de 

Vries et al., 2014; Tiggemann & Slate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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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봤을 때, 모델의 이상적 체형에 대한 소비

자들의 반응은 비교대상의 위치와 인식하는 매력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

타난다. 마케팅적 관점에서 모델의 이상적 체형은 전통적으로 긍정적인 

모델태도 및 브랜드태도, 구매의도 형성에 영향을 끼치지만 자존감과 같

은 사람들의 개인적 심리기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맥락에서 체형 차이에 따른 소비자의 감정 

및 행동의 변화에 대해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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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소비자 감정

본 절에서는 기존의 소비자 반응을 다룬 선행연구를 통해 

비교대상에 대해 소비자가 느끼는 감정, 태도 및 행동반응을 관찰하여 

본 연구의 이론적 틀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행동의도에 

미치는 친근감과 감탄의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한다.  

1. 친근감(Familiarity)

친근감은 상대에 대한 친숙함, 유대감, 그리고 소속감을 느끼는 

기분을 말한다(Sternberg, 1996). 사람들간의 관계를 연결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친근감은 유사함(Similarity) 혹은 친밀감(Intimacy) 등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강렬하며 직접적인 유대관계가 전제된 친밀감과는 

다르게 친근감은 보다 일반적인 인지적, 감정적 반응으로 인식된다(Lee 

& Kwon, 2011; Guy et al., 2010). 친근감은 보통 이전의 반복된 

경험의 정도에 따라 평가되지만 Lee와 Kwon(2011)의 연구에 따르면 

비교 대상에 대해 얼마나 친숙하게 인지하는지의 정도로도 설명할 수 

있다.

친근감이 강해질수록 사람들은 구성원에게 더 많은 심리적 

자원을 제공하며 강한 유대를 형성하고자 한다(한인선 외, 2011). 특히, 

브랜드 태도에 관한 연구에서 친근감은 브랜드 충성도 및 재구매 의사를 

높이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Shimp & Madden, 1988), Malar 

외(2011)의 연구에서는 실제적 자아와 브랜드 성격 사이 일치감이 

유대감, 열정, 그리고 애정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광고학 측면에서도 시각적으로 친숙성은 인터넷 광고태도에 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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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쳤으며 바라보는 이용자로 하여금 광고에 보다 주의 집중하게 

만들어, 친근감이 주어지는 정보에 대한 중요한 평가 속성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류철호, 2009).

사회비교 이론 관점에서 친근감은 유사 혹은 하향비교에 따라 

자신과 유사한 타인의 특성, 능력, 혹은 속성들을 비교하며 겪는 

감정으로 높은 자존감과 안도감을 형성한다(장은영 & 한덕웅, 2004). 

자기 스스로를 유사한 타인에 투영해봄으로써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오히려 정확하게 평가하고, 타인의 시선과는 무관하게 자기고양의 

행동을 보인다(성영신 외, 2007). 이는 자아 개념이나 신념 등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를 표현하고자 하는 자기표현 기능과 관련되어 

있으며(이혜주 & 추호정, 2013), SNS상에서 개인적 정보 혹은 생각을 

공유하려는 의도와 연관되어 있다(전유희 외, 2012; Fox & Vendemia,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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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탄(Admiration)

감탄은 사회비교이론 내 상향비교에 의해 발현되는 긍정적인 

감정으로, 표준 이상의 능력 혹은 성취를 보인 사람에 대해 기뻐하는 

기분을 말한다(Algoe & Haidt, 2009). 즐거움이 동반된 놀라움으로 

승격(Elevation)과 유사한 개념으로 인식되지만, 감탄은 Algoe와 

Haidt(2009)의 연구에 따라 비도덕적 영역 내 비교에서 나타나는 

감정으로 구체화된다.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감탄은 주로 

고정관념 혹은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위계 맥락에서 

사용되어왔는데(Onu et al., 2016; Sweetman et al., 2013; Cuddy et 

al., 2007), Onu 외(2016)와 Sweetman 외(2013)의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한 집단 안에서 우위에 위치한 리더 혹은 눈에 띄게 뛰어난 

사람에 대해 사람들은 감탄을 느낌으로써 암묵적으로 집단 내 질서를 

유지하려 하고, 비교대상을 도와주고자 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감탄은 이상향에 대한 내재화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데 

비교대상에 대해 인정하는 것 이상으로 동일한 가치를 획득하기 위해 

모방 혹은 제휴하려는 소비자 태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Van 

de Ven, 2017; Algoe & Haidt, 2009). Onu 외(2016)의 연구에서는 

특히 감탄에 의한 소비자 반응을 비교 대상에 대해 배우고 따라하려는 

의도, 칭찬하려는 의도, 그리고 연락하고 협동하고자 하는 의도로 

나누어 확인하였다. 감탄에 의한 모방행동은 뛰어난 기술이나 능력을 

배워 그들의 사회적 위치를 닮고자 하는 동기가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Schindler 외(2015)의 연구에서는 감탄을 경험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자기 확장의 의도까지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감탄은 비교대상에 

대한 수용자의 태도 및 개인적 인식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속성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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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소비자 반응

본 절에서는 특정 대상에 대한 태도가 향후의 행동 의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추천의도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개인이 일정 행동을 보이기 이전에 

드러나는 태도를 자기표현의도와 자기제시의도로 구분하여 개념을 

고찰하고, 실제 SNS 상에서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변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추천의도(Recommendation Intention)

추천의도는 소비자가 직접 경험한 제품 혹은 서비스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거나 공유하려는 의향을 의미한다(김경희, 2009). 

추천의도는 대상에 대한 만족의 결과로써 나타나는 반응으로 잠재적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태도로 볼 수 있다(구태희 

& 구양숙, 2010; Chen et al., 2008). 온라인 혹은 모바일 쇼핑환경의 

맥락에서 추천의도는 온라인 구전의도(Electronic word-of-mouth, 

eWOM)로도 표현되는데 공통적으로 특정 대상에 대한 후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려는 자세를 보인다(이은진 & 김종욱, 2011). 그러나 

온라인 구전의도의 경우 일반적으로 구매하거나 체험해본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후기를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추천의도의 경우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온라인 구전의도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Casalo et al., 2017). 

Chen 외(2008)의 연구에 따르면 모바일 쇼핑환경에서 

추천의도는 서비스의 상호작용성, 품질, 이용 용이성을 긍정적으로 

지각한 소비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행동반응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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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2009)의 연구는 인터넷 환경에서의 두드러지게 보이는 특성을 

정보의 유용성, 엔터테인먼트적 부가 서비스, 맞춤형 고객 서비스, 

그리고 편리성의 4가지 차원으로 제시하여 수용자 반응에 나타나는 

효과를 확인했으며, 결과적으로 플랫폼을 구성하는 이미지나 텍스트 

정보에 대해 만족할 때 주위 사람들에 대한 추천의도가 높아지는 것을 

밝혔다. 특히, Casalo 외(2017)는 패션 인스타그램 계정에 대해 

팔로우하거나 추천하려는 의도의 원인을 파악한 연구로, 탐색하는 

계정의 콘텐츠가 유용하거나 즐겁다고 인지할수록 높은 추천의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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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표현의도(Self-expression Intention)

자기표현태도는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혹은 신념 등 자아 

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려는 태도로, 태도의 기능이론 중 가치 

표현적 기능(Value-expressional function)으로도 표현된다(Katz, 

1960). 자기표현태도는 주로 패션 소비자 맥락에서 친환경 제품 혹은 

윤리적 소비, 그리고 특정 브랜드 선택의 주요 동기 요인으로 

활용되어왔다(Cătălin & Andreea, 2014; Niinim�ki, 2010; Cherrier, 

2007)

자기표현태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주요한 신념, 태도, 

그리고 가치를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 있게 하며, 구매결정 시에도 

사회적 규범과는 무관하게 개인적 가치 혹은 라이프스타일에 기반을 

두고 제품을 선정하게 만든다(Wilcox et al., 2009). 자기표현태도는 

가격이나 외적으로 보여지는 이미지가 아닌 대상이 가지는 내재적 의미 

혹은 품질에 대한 인정 등에 의해 발현되며(Niinim�ki, 2010) 

궁극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에 투영된 본인의 정체성 확인을 통해 

자기만족과 자기증진의 행동에도 영향을 끼친다(Fox & Vendemia, 

2016; Cherrier, 2007; Katz, 1960).  특히, 외부 영향보다는 개인의 

경험이나 생각을 바탕으로 의사를 결정하려는 경향의 사적 자의식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자신의 감정과 선호에 충실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성향이 있다(김지호 & 임현정, 2017; DeBono, 1987).

De Vries 외(2017)의 연구에서는 소셜 미디어 상에서 브랜드와 

관련된 행동의도를 자기표현태도를 활용해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자율적 

동기의 자기표현태도를 가진 소비자들은 자신의 정체성 표현의 일종으로 

브랜드와 관련된 콘텐츠를 게시하고자 하는 행동을 보였다. 

Papacharissi (2002)의 연구에서는 개인적 온라인 홈페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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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는 동기로써 친구 또는 가족과 소통하려는 목적뿐만 아니라 

개인적 정보를 공유하려는 자기표현태도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동섭 

외(2017)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표현의 태도를 지닌 소비자의 경우 

오히려 긍정적인 자신의 순간 모습을 저장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셀피를 

촬영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보자면, 자기표현태도는 행동의도를 

예측하는 동기적 측면에서 주로 활용되어왔으며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의 괴리감이 거의 없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관찰되어왔다. 이때, 

인스타그램은 일종의 소통의 공간으로 개인의 일상 혹은 추억을 

공유하는 자기중심적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오세정, 2018), 

자기표현의도가 높은 소비자들에게 특히 하나의 개인적인 사진앨범으로 

여겨져 자신이 직접 먹어본 음식, 경험한 공간 및 제품 등 현재의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콘텐츠를 게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이에 

온라인 쇼핑환경에서 일반 소비자의 게시물의 정보의 공유 및 확산에 

영향을 미치며 잠재적 소비자 반응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행동의도적 측면으로 자기표현태도의 개념을 확장하고, SNS 

환경의 맥락에서 자신의 정체성, 정의, 그리고 신념이 드러나는 

콘텐츠를 게시하고자 하는 의향으로 자기표현의도를 조작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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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기제시의도(Self-presentation Intention)

자기제시태도는 타인들에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인상을 

남기려는 인상관리적 동기로 태도의 기능이론 중 사회적 적응 

기능(Social-adjustive function)으로도 정의된다(Wilcox et al., 

2009; Smith et al., 1956). 자기제시태도는 럭셔리 제품 혹은 모조품 

구매, 광고 메시지 효과, 그리고 소셜미디어 사용 동기 등 다양한 

소비자학 연구에 적용되어왔다(김동섭 외, 2017; 이혜주 & 추호정, 

2013; Wilcox et al., 2009; Celuch & Slama, 1995).

자기제시의 정도가 높은 사람들은 다양한 준거 집단을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올바른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며, 구매상황 시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상적이거나 매력적으로 비춰지는 브랜드 혹은 제품을 

선호한다(Wilcox et al., 2009). 자기제시의도는 사회적 반감에 대한 

회피 혹은 권력과 지위에 대한 갈망에 의해 발현되기 때문에(Celcuh & 

Slama, 1995) 현재의 자신에 대한 인식 및 자존감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며 자기개선의 행동으로도 이어진다(Fox & Vendemia, 2016).

자기제시태도는 개인적 특성 중 높은 자기감시성과 관련되어 

있으며 사회적 그리고 대인관계의 상황에서 타당하거나 규범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자신의 행동 및 태도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성향의 영향을 

받는다(DeBono, 1987).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이상적인 자아에 

대한 욕구가 높은 사람들은 특히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브랜드 로고가 잘 드러나는 제품을 구입하는 등 

과시적 소비를 하는 경향이 있으며(이혜주 & 추호정, 2013), 사람을 

평가하는데 있어서도 럭셔리 제품의 착용 유무가 중요한 속성으로 

작용한다(Lee et al., 2015). 

Fox와 Vendemia(2016)의 연구에서는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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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선정, 보정, 그리고 게시의 의도를 자기제시태도를 활용해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SNS를 사용하는 도중 자신보다 높은 지위 혹은 

매력적인 특성을 가진 상향의 비교대상을 본 후, 여성 소비자들은 보다 

이상적인 신체적 외모의 사진을 게시하기 위해 더 많은 보정을 한다고 

나타났다. 우혜진 외(2017)의 연구에서는 물질, 경험, 친분, 그리고 

펫으로 과시대상을 구분하여 인스타그램 속 자기제시 행동을 구체적으로 

구분했으며, 자존감 불일치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브랜드 로고 

가시성이 높은 제품의 사진을 업로드한다는 것을 밝혔다.

자기표현태도와 마찬가지로 자기제시태도는 주로 행동의도를 

예측하기 위한 동기적 변인으로 활용되어왔다. 이때, 인스타그램은 

이미지 기반의 SNS 플랫폼으로 오늘날 인상관리의 주요한 공간이다. 

편리한 사진 편집 및 필터 기능을 활용해 자신의 성격, 취향, 그리고 

자아 이미지 등 여러 속성들을 드러낼 수 있으며 해시태그 기능을 통해 

자신을 공개적으로 노출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 공적으로 비춰지는 

개인의 모습이 민감한 플랫폼으로(오세정, 2018) SNS 환경에서 소비자 

개인이 업로드하는 자기 과시적인 게시물은 특히 럭셔리 브랜드의 제품 

홍보효과 측면에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잠재적 소비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의도로써 자기제시태도의 개념을 확장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이에, 위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자기제시의도로 SNS 

환경의 맥락에서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그리고 소속집단이 

드러나는 콘텐츠를 게시하고자 하는 의향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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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 및 절차

제 1 절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본 절에서는 앞서 논의된 선행연구들의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문제들을 설정하고 연구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로 다른 체형을 지닌 패션 인플루언서의 

게시물들에 대해 소비자들이 어떻게 지각하고 반응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즉, 패션 인플루언서의 매력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인 중 하나인 체형에 따라 소비자 감정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패션 인플루언서의 체형 지각이 감정반응을 매개하여 

소비자의 추천 의도와 개인의 SNS 게시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확인하고자 한다. 

1. 연구문제 및 가설의 설정

본 연구는 패션 인플루언서의 체형에 따라 소비자 감정 및 행동

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패션 인플루언서는 최근 패션 및 뷰티 

산업계에서 주요한 홍보모델로 활용되며 전통적 매체의 연예인과 비교하

여 높은 상호작용성과 신뢰성 등의 긍정적인 소비자 반응을 형성하고 있

다(Jin et al., 2019; Schouten et al., 2019). 이때, 패션 인플루언서

의 매력성을 평가하는 하위 속성 중 구체적으로 신체적 매력성은 광고학 

측면에서 모델 혹은 유명인을 선정할 때 중요 요인으로 평가되어왔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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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욱 & 김영조, 2014; 이미아 외, 2011). 그러나 최근 선행연구에 따

르면 반대로 현실적 체형의 모델들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으며(Akestam, 2017; Bian & Wang, 2015; D’Alessandro & 

Chitty, 2011), 구체적으로 Akestam(2017)의 연구에 따르면 현실적 

체형의 모델들의 지면광고를 본 소비자들은 비교대상과 자신 사이의 괴

리감을 적게 지각해 긍정적인 광고태도를 형성한다고 밝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패션 인플루언서의 체형 차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느끼는 감

정에 차이가 있음을 예측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

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패션 인플루언서의 체형이 소비자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1-1. 인플루언서의 체형이 현실적일 때 (이상적일 때와 비교하여) 

소비자는 더 높은 친근감을 보일 것이다.

1-2. 인플루언서의 체형이 이상적일 때 (현실적일 때와 비교하여) 

소비자는 더 높은 감탄을 보일 것이다. 

전통적으로 광고 모델의 이상적 체형은 모델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광고태도 및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향수와 같은 쾌락재의 경우 특히 규범화된 몸매의 모델을 

기용했을 때 광고 측면에서 브랜드태도와 구매의도에 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병욱 & 김영조, 2014; 이미아 & 추호정, 

2011). 김우빈과 추호정(2018)의 따르면 패션 인플루언서의 신체적 

매력성은 팬쉽과 같은 소비자의 긍정적인 태도형성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밝혔으며, Fox와 Vendemia(2016)의 연구에서는 SNS를 

탐색하는 도중 자신보다 매력적인 특성을 보았을 때 여성 소비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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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적인 신체적 외모 사진을 게시하기 위해 더 많은 보정을 한다고 

밝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패션 인플루언서의 체형에 이상적일 때 

추천의도와 자기제시의도에 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반면, 현실적인 체형의 모델은 이상적 체형의 모델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다양한 여성상을 연상시키며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광고태도를 이끌어내고 있다(Akestam & Dalhen. 2017). 특히, 

일반적인 체형의 비교대상을 바라봄으로써 소비자들은 이상적인 체형의 

비교대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신의 신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날씬함과 이상적인 미에 대한 압박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Groesz et al., 2001). 인스타그램의 사진 게시활동은 외모와 

관련된 사회 비교행동과 관련이 크며 SNS 환경에서 보여지는 이상적인 

체형에 대한 압박이 신체 불만족과 마름에 대한 욕구를 향상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Hendrickse et al., 2017) 현실적 체형에 대해 

소비자들은 이와 반대로 타인에게 매력적으로 여겨지는 모습에 대한 

압박을 덜 받으며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패션 인플루언서의 체형 차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행동의도에도 차이가 있음을 예측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2. 패션 인플루언서의 체형이 소비자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2-1. 인플루언서의 체형이 이상적일 때 (현실적일 때와 비교하여) 

소비자는 더 높은 추천의도를 보일 것이다.

2-2. 인플루언서의 체형이 이상적일 때 (현실적일 때와 비교하여) 

소비자는 더 높은 자기제시의도를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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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인플루언서의 체형이 현실적일 때 (이상적일 때와 비교하여) 

소비자는 더 높은 자기표현의도를 보일 것이다. 

사회비교 이론에 따르면, 한 문화 내에서 강조되는 이상적인 외

형은 수용자의 미적 기준을 내면화시키고 비교의 대상에 대해 상향 비교

하여 자신을 평가하게 만든다(Lennon & Rudd, 1994). 특히, 인스타그

램 내 사진, 영상, 개인적 정보 등 다양한 자아 관련 정보들은 상대적 

비교의 요소로 활용되기 때문에(Haferkamp & Kr�mer, 2011) 이상적 

체형의 패션 인플루언서는 상향 사회비교의 대상으로 인식될 것이라 예

상할 수 있다. 상향 사회비교로 나타나는 감탄의 감정은 주로 능력이나 

운이 아닌 노력으로 획득한 대상에 대해 나타나지만(Schindler et al., 

2013), Sabiston 외(2010)의 연구에 따르면 광고에서 비춰지는 모델의 

신체적 매력성 또한 존경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혀, 본 연구에서는 

패션 인플루언서의 이상적 체형에 따른 소비자 행동 변화에 있어 감탄의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예측하였다, 비교대상에 대해 인지된 감탄

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비교의 속성에 대해 닮고자 하는 동기에서 

모방의 행동을 형성한다(Onu et al., 2016). 즉, 이상적 체형의 패션 인

플루언서에 대해 감탄을 느낀 소비자들은 그들과 가까워지고자 추천의도

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날씬하고 아름다운 체형에 대해 닮고자 사회적으

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모습들을 자신의 SNS에 게시하고자 할 것이

라고 볼 수 있다.  

Smeester와 Mandel(2006)의 연구에 따르면 지면광고 내 현실

적 체형의 모델이 이상적 체형의 모델보다 더 매력적으로 평가되며, 수

용자의 신체이미지 및 소비자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

다. 한편, 비교의 대상의 위치가 수용자보다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사하

면 사회비교이론의 하향 혹은 유사비교의 대상으로 인식된다는 점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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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Hakmiller, 1966) 인플루언서의 현실적 체형이 이상적 체형보다 

수용자와의 체형 불일치 정도가 적어 하향 혹은 유사 비교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비교대상과의 유사성 인지를 통해 나타나는 친근감

은 높은 자존감과 안도감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장은영 & 한덕웅, 

2004) 타인의 시선과는 무관하게 자기 인식 및 자기고양의 행동에 영향

을 끼친다고 밝혀졌다(성영신 외, 2007). 따라서, 본 연구는 패션 인플

루언서의 현실적 체형에 따른 인지된 친근감이 대상에 대한 추천의도를 

형성하며, 자신의 내재적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게시물들을 업로드할 

것이라 예측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

하였다. 

연구문제3. 패션 인플루언서의 체형이 감정을 매개로 소비자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3-1. 인플루언서의 체형이 친근감과 감탄을 매개로 추천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인플루언서의 체형이 친근감과 감탄을 매개로 자기표현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인플루언서의 체형이 친근감과 감탄을 매개로 자기제시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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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모형

앞서 살펴본 연구 문제 및 가설을 바탕으로 패션 인플루언서의 

체형이 소비자의 감정 반응인 친근감, 감탄을 매개로 패션 인플루언서에 

대한 추천의도 및 개인의 SNS 게시에 있어 자기표현의도와 

자기제시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모형은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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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구성 및 절차

본 연구는 연구문제 및 가설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절에서는 설문조사의 전반적인 구성과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구성한 측정문항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실증 연구 구성 및 절차

본 연구는 패션 인플루언서의 체형이라는 구체적인 매력성의 

요인에 따른 소비자 감정반응의 변화에 주목하여, 패션 인플루언서의 

체형이 소비자의 친근감과 감탄에 미치는 영향 및 소비자 감정이 패션 

인플루언서에 대한 태도 및 행동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및 가설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설문지법을 

이용하였으며, 설문조사는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었다. 연구참여자는 

소비자 전문 온라인 설문기관인 마크로밀 엠브레인(Macromill 

Embrain)을 통해 모집되었으며, 일차적으로 소비자 개인 특성과 관련된 

사전 문항에 응답하게 하였다. 사전 문항 응답이 끝나면 연구참여자는 

가상의 패션 인플루언서에 대한 게시물들을 관찰하였다. 이때, 자극물은 

패션 인플루언서의 체형에 따른 소비자의 반응을 비교하기 위해 이상적 

체형과 현실적 체형의 두 가지 조건으로 제작되었다. 연구참여자는 앞서 

관찰한 인플루언서를 연상하며 인플루언서에 대한 평가 및 개인 SNS 

게시물에 대한 태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해 응답하게 하였으며, 설문조사는 약 15분가량 소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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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소비자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인스타그램이라는 

SNS채널은 이미지 기반의 SNS 플랫폼으로 체형에 대한 직관적인 

인지가 가능하다는 점과 2019년 5월 30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발표한‘2019년 SNS 이용추이 및 이용행태 분석 보고서’내 

설문참여자의 10.8%이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며, 2017년 대비 이용률이 

다른 플랫폼에 비해 이용률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결과에 따라 해당 

플랫폼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반영해 연구범위를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 중 인스타그램의 이용경험 여부는 패션 

인플루언서의 체형을 제대로 인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셜 미디어 

이용 경험 및 인플루언서라는 개념에 대한 인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제한하게 되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의 성별 및 

나이를 국내에 거주하는 20~30대 여성으로 선정한 이유는 이들이 

실제로 모바일 상에서의 패션 쇼핑을 즐기는 소비자일 뿐만 아니라 실제 

인스타그램에서 패션 제품을 판매 혹은 홍보하며 활발히 활동하는 패션 

인플루언서 집단이 대부분 20~30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쇼핑 환경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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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내용 문항 수 측정 방법

인플루언서의 체형 

(조작검증)
4 7점 리커트 척도

인플루언서 매력성 

(조작검증)
2 의미미분 척도

감정 (친근감,  감탄) 6 7점 리커트 척도

소비자 행동의도

(추천의도, 자기표현의도, 

자기제시의도)

9 7점 리커트 척도

인스타그램 이용 특성 3 선다형/기술형

인구통계학적 특성 6 선다형/기술형

3. 설문문항의 구성

설문지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개인의 SNS 이용 여부 및 

사용빈도, 패션 인플루언서를 보며 느낀 감정과 이에 대한 추천의도, 

그리고 개인의 SNS게시에 있어 자기제시의도와 자기표현의도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극물의 조작 점검을 위해 패션 인플루언서의 

체형과 매력성에 대해 묻는 척도가 포함되었으며, 키와 몸무게, 나이, 

최종 학력, 직업, 월 소득 등 간단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설문지의 구성은 [표 3-1]와 같다.

[표 3-1] 설문지 문항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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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문항 내용 출처

이상적 체형

그녀는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여성의 

이상적 체형과 유사하다

DeBraganze & 

Heather

(2010)

그녀의 체형은  이상적이다

현실적 체형
그녀는 평균 체형이다

그녀의 체형은  현실적이다

1) 인플루언서의 체형

설문을 위해 제작된 패션 인플루언서 자극물의 체형이 잘 

조작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상적 체형과 현실적 체형이라는 두 가지 

하위 속성으로 나누어 자극물의 체형에 대해 측정하였다. 총 4가지 

문항으로 DeBraganze와 Heather(2010)의 연구를 바탕으로 내용을 

재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3-2]에 제시되어 있다. 

[표 3-2] 인플루언서의 체형 측정문항 및 출처

2) 인플루언서의 매력성

설문을 위해 제작된 두 가지 패션 인플루언서 체형 자극물에 

대해 연구참여자들이 느끼는 매력성의 차이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Loken과 Peck(2005)의 연구를 바탕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의 내용은 아래의 [표 3-3]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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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문항 내용 출처

감탄

나는 이  인플루언서가 대단하다고 

느낀다 Schindler

(2014)나는 이  인플루언서가 굉장하다고 

생각한다

친근감

나는 이 인플루언서로부터 편안한 

느낌이 든다

Ha & Perk

(2005)

나는 이전부터 이 인플루언서가 

익숙하다는 느낌이 든다

나는 이  인플루언서가 친숙하다는 

느낌이 든다

변수 문항 내용 출처

매력성
매력적인 – 매력적이지 않은 Loken & Peck

(2005)보기 좋은 – 보기 흉한

[표 3-3] 인플루언서 매력성 측정문항 및 출처

3) 소비자 감정

감정은 크게 친근감과 감탄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측정하였다. 

친근감은 Ha와 Perk(2005)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바탕으로 

인플루언서 맥락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감탄은 Schindler(2014)의 

연구를 참고하여 측정 문항들을 재구성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 3-4]에 제시되어 있다. 

[표 3-4] 감정 측정문항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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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문항 내용 출처

추천의도

나는 이 인플루언서를 지인들에게도 

추천하고 싶다

천덕희 와 

이현주(2012),

Evans et al.(2017)

나는 이  인플루언서를 팔로우하길 

주변 사람들에게 권유하고 싶다

나는 내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이 인플루언서의 게시물을 공유하고 

싶다

자기표현의도

이 인플루언서의 피드를 보고 난 후, 

나는 나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사진을 게시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Wilcox et al. 

(2009)

이 인플루언서의 피드를 보고 난 후, 

나는 나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사진을 게시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이 인플루언서의  피드를 보고 난 

후, 나는 나를 정의할 수 있는 

사진을 게시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4) 소비자 행동의도

소비자 행동의도는 패션 인플루언서에 대한 소비자 태도와 

관련된 추천의도와 자신의 SNS 게시의도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추천의도의 경우, 천덕희와 이현주(2012)와 Evans 

외(2017)의 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SNS 게시의도는 자기표현의도와 자기제시의도의 하위속성으로 나누어, 

Wilcox 외(2009)의 연구를 바탕으로 SNS게시 맥락에 맞게 

수정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3-5]에 제시되어 있다. 

[표 3-5] 소비자 행동의도 측정문항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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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제시의도

이 인플루언서의 피드를 보고 난 후, 

나는 나의 사회적  지위가 보여지는 

사진을 게시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이 인플루언서의  피드를 보고 난 

후, 나는 나의 소속 집단이 보여지는 

사진을 게시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이 인플루언서의  피드를 보고 난 

후, 나는 나의 경제적 위치가 

보여지는 사진을 게시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5) 인스타그램 이용 특성

기본적인 인스타그램 이용 여부와 사용자별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하루 평균 인스타그램 사용 시간, 팔로우하고 있는 패션 

인플루언서의 수를 선다형식과 자유기술형식으로 응답하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 

6) 인구통계학적 특성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키와 몸무게, 연령, 최종 학력, 직업, 월 

소득에 대해 선다형식과 자유기술형식으로 응답하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때, 연구참여자의 키와 몸무게는 패션 인플루언서에 대한 

감정변화 측면에 있어 BMI지수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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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자극물 제작

본 연구는 SNS 환경에서의 실증적 실험 설계를 위해 가상의 

패션 인플루언서 계정을 제작하였으며, 실제 인스타그램 계정을 

참고하여 유의하게 구현함으로써 현실감 및 외적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나아가 이를 통해 연구참여자의 감정 및 행동의도의 변화를 

보다 즉각적이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구체적인 

자극물 제작 과정 및 예비조사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극물 제작방법

자극물 제작에 있어 SNS 환경의 현실감 및 외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 인스타그램을 참고하여 유사하게 구현하고자 하였다. 

패션 인플루언서의 체형은 광고에서 비춰지는 모델사이즈의 차이에 대해 

연구한 Sohn과 Youn(2013)의 자극물 조작방법을 고려하여, 실제 패션 

인플루언서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Adobe Photoshop 프로그램을 활용해 

조작하였다. 패션 인플루언서의 체형은 정병욱과 김영조(2014)의 

연구를 참고하여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으며 이상적 체형 집단의 

경우, Antico 외(2012)의 연구를 바탕으로 Body-mass 

Index(BMI)지수가 19이하가 날씬한 체형으로 구분된다는 점을 

인지하여 자극물을 제작하였다. 반면, 현실적 체형 집단의 경우 국내 

20~30대 여성의 평균 BMI지수가 약 22인 점(국가기술표준원, 

2015)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체형의 자극물을 조작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가상의 패션 인플루언서 계정을 직접 제작함으로써 

특정 인물에 대한 인지도 및 유명세, 그리고 게시물의 내용을 통제하여 

연구변수 이외의 영향을 배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극물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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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7가지의 이미지를 제공하였으며 체형을 제외한 팔로워 수, 좋아요 

수, 게시 내용, 그리고 레이아웃을 모두 동일하게 제작하였다. 

2. 자극물 조작점검을 위한 예비 조사

제작된 가상 패션 인플루언서의 게시물의 체형 조작이 잘 이루어 

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편의표집 

방법을 이용하여 모집한 국내 거주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설문도구는 온라인 설문조사 소프트웨어인 

퀄트릭스(Qualtrics)를 통해 제작되었다. 연구참여자는 20~30대 

여성으로 평균 연령은 27세이며, 20~38세까지 고르게 분포되었다. 각 

연구참여자는 2개의 조건(이상적 체형, 현실적 체형의 패션 인플루언서) 

중 한가지 조건에 무작위 배정되었으며, 제시된 인플루언서의 게시물을 

충분히 본 뒤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제시된 자극물은 아래의 [그림 

3-2]와 [그림 3-3]과 같다.  

예비조사는 총 40명의 참여자로 구성되었으며, 이상적 체형 

집단은 21명, 현실적 체형 집단은 19명의 연구참여자가 설문에 

참여하였다.

설문지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성별과 나이, 인플루언서의 

체형에 대한 인지 정도, 매력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7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의 내용 및 출처는 [표 3-6]로 

제시되어 있다. 수집된 응답은 SPSS22.0 프로그램을 이용해 

통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 방법으로는 기본적 기술통계, 빈도분석, 

조작 점검을 위한 t-검정, 그리고 일원 분산분석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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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문항 내용 출처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선다형), 연령(자유기술형) 　

이상적 체형

그녀는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여성의 

이상적 체형과 유사하다

DeBraganze & 

Heather

(2010)

그녀의 체형은  이상적이다

현실적 체형
그녀는 평균 체형이다

그녀의 체형은  현실적이다

매력성
매력적인 – 매력적이지 않은 Loken & Peck

(2005)보기 좋은 – 보기 흉한

[표 3-6] 자극물 조작 점검을 위한 예비 조사 설문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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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집단 N 평균
표준

편차

평균의 동일성에 관한 

t-검정

t값 자유도
유의

수준

이상적

체형

인지

이상적 21 4.14 1.236
2.959 37.04 0.005

현실적 19 2.95 1.311

현실적

체형

인지

이상적 21 4.19 1.209
-3.352 37.79 0.002

현실적 19 5.37 1.012

매력성
이상적 21 4.52 1.078

-1.287 38 0.242
현실적 19 4.74 1.177

3. 예비 조사 분석 결과 및 최종 자극물 제작

예비 조사를 분석한 결과, 이상적 체형에 대한 인지 정도에서 

이상적 체형 집단의 평균은 4.14, 현실적 체형 집단의 평균은 2.95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p= .005). 

반면, 현실적 체형에 대한 인지 정도에서 이상적 체형 집단의 평균은 

4.19, 현실적 체형 집단의 평균은 5.37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p= .002). 이를 통해 패션 인플루언서의 

체형 처치가 적절히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였고, 두 자극물에 대한 

매력성 평가를 통해 체형 이외의 외적 매력성이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이때 이상적 체형 집단의 

매력성 평균은 4.52, 현실적 체형 집단의 평균은 4.95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 .242).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 3-7]을 통해 제시하였다. 

[표 3-7] 예비조사 자극물의 조작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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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분석 내용 분석 방법

1 인스타그램 이용 특성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

2 인구통계학적 특성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

3 조작 검증 및 집단 간 동질성 검증
t검정 및 카이제곱 

검정

4 측정 모형의 신뢰도 및 타당도 확인적 요인분석

5 측정 척도의 신뢰도 신뢰도 분석

6 패션 인플루언서 체형의 효과 검정 일원 분산분석

7 감탄과 친근감의 매개효과 검정 Process 분석

제 4 절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의 설문조사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과 AMOS 

18.0을 사용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표본의 인스타그램 이용 여부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석을 위하여 기본적인 기술통계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문제 검증을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과 

일원분산분석, Macro Process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3-8]과 같다. 

[표 3-8] 자료 분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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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및 논의

본 장에서는 제 3장에서 제시한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정량적 연구의 결과를 제시한다. 우선 연구문제 검증에 앞서 분석에 

사용된 자극물의 조작검증 및 집단 간 동질성을 검증하고, 연구에 

사용된 측정 모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인한다. 다음으로 SNS 패션 

인플루언서의 체형이 소비자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연구문제1을 검증한다. 패션 인플루언서의 체형이 소비자 행동의도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연구문제 2를 검증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패션 인플루언서에 대한 친근감과 감탄의 감정을 매개로 

하여 소비자 행동의도에 미치는 전체 경로를 분석하여 연구문제3을 

검증하고자 한다. 

제 1 절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 절에서는 실증적 분석을 하기 앞서 설문에 참여한 조사 대상, 

표본 수집 및 구성, 그리고 인스타그램 이용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을 

기술하였다.

본 연구의 최종 분석에 사용된 180부 응답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4-1]을 

통해 제시하였다. 

우선 표본의 연령을 살펴보면 20대는 108명(60%), 30대는 

72명(40%)이며 평균 연령은 약 28 세로 확인되었다. 최종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117명(65%), 대학교 재학이 29명(16.1%), 대학원 재학 

이상이 19명(10.6%), 고등학교 졸업이 15명(8.3%)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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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의 경우 일반 사무직이 80명(44.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학생이 34명(18.9%), 전문직이 22명(12.2%) 순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가계 소득은 400만원 이상이 60명(33.3%)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2명(23.3%) 및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7명(20.6%) 순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표본의 인스타그램 이용 특성을 살펴보면, 

연구참여자들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55분 정도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 중 실제로 인스타그램 패션 

인플루언서를 팔로우하는 사람은 96명(53.3%)에 해당하며, 평균 약 

10명 정도의 패션 인플루언서를 팔로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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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세부 범주 빈도 백분율(%)

연령
만20세이상–만30세미만 108 60.0

만30세이상–만40세미만 72 40.0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15 8.3

대학교 재학 29 16.1

대학교 졸업 117 65.0

대학원 재학  이상 19 10.6

직업

무직 15 8.3

전업주부 11 6.1

학생 34 18.9

일반 사무직 80 44.4

전문직 22 12.0

서비스업 13 7.2

기타 5 2.8

월평균

가계소득 

100만원 미만 14 7.8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37 20.6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42 23.3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27 15.0

400만원 이상 60 33.3

[표 4-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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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자극물 조작 검증 및 집단 간 동질성 검증

본 절에서는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실시된 설문의 자극물이 

적절히 조작되었는지 검증하고, 구분되는 두 비교집단 간 동질성을 

확인하였다. 

1. 자극물 조작 검증

먼저 설문과정에서 패션 인플루언서에 대한 체형 차이 조작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기 위해 관련 문항을 물어보았으며, 두 

집단 간 응답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확인하였다. 

독립표본 t-검정 결과, 연구참여자들은 이상적인 체형의 패션 

인플루언서를 현실적 체형의 패션 인플루언서에 비해 이상적이라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실적 체형의 패션 인플루언서는 

이상적 체형의 패션 인플루언서에 비해 현실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즉, 본 설문에서 이용된 두 자극물이 적적하게 

조작되었음을 검증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 4-2]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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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평균

t-value
이상적 체형 현실적 체형

그녀는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여성의 이상적 

체형과 유사하다

4.58 2.60 12.864***

그녀의 체형은  

이상적이다
4.26 3.40 5.027***

그녀는 평균  체형이다 3.35 4.58 -6.787***

그녀의 체형은  현실적이다 3.29 5.36 -13.879***

문항
평균

t-value
이상적 체형 현실적 체형

보기 흉한 – 보기 좋은 4.40 4.64 -1.249

[표 4-2] 패션 인플루언서의 체형 조작검증 결과

***p<0.001

Note: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함

추가적으로 자극물에 대한 매력성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한 결과, 두 비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서로 다른 패션 인플루언서의 체형 차이는 구분되지만 

매력성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자극물이 적절히 선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표 4-3] 패션 인플루언서의 매력성 검증 결과

Note: 7점 의미미분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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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단 간 동질성 검증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동질성

두 비교 자극물 집단 간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차이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카이제곱( ) 양측 

검증 결과 두 비교군 간 연구참여자들의 연령, 학력, 직업 및 월 가계 

소득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두 집단이 

인구통계학적 측면에서 동질성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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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세부범주

빈도

Prob.
이상적

체형 

집단

현실적

체형 

집단

연령
20대 55 53

1.486 0.286
30대 30 42

학력

고등학교 졸업 9 6

1.599 0.66
대학교 재학 12 17

대학교 졸업 56 61

대학원 이상 8 11

직업

무직 8 7

1.281 0.973

전업주부 4 7

학생 15 19

일반 사무직 38 42

전문직 11 11

서비스업 7 6

기타 2 3

월평균

가계소득

100만원 미만 4 10

6.511 0.164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18 19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19 23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8 9

400만원 이상 26 34

[표 4-4] 집단 간 인구통계학적 특성 동질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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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평균

t-value Prob.이상적 

체형

현실적 

체형

나는 내  스스로에 대해 

만족한다
4.72 4.77 -2.252 0.801

나는 스스로가  여러 좋은 

자질을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4.93 4.83 0.524 0.601

나는 전반적으로  내 자신에게 

긍정적이다
4.81 4.93 -0.567 0.571

2) 자존감의 동질성

소비자 개인의 자존감은 사회비교이론에서 주요하게 활용되어온 

조절변수로 최근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SNS 환경에서의 사회적 

비교에도 영향을 끼치는 중요 변인이라고 나타났다. Jang 외(2016)의 

연구에서는 페이스북 환경에서의 사회비교 현상과 자존감 사이의 정적인 

관계를 파악했으며, Bergagna와 Tartaglia(2018)의 연구에서는 

페이스북 사용의도에 대한 사회적 비교의 영향에 따른 낮은 자존감의 

조절효과를 확인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교되는 두 연구참여자 

집단 간 자존감의 차이로 인해 나타날 외부효과를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와 관련된 세 문항을 물어보았다. 독립표본 t-검정 

결과, 세 문항 모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두 집단의 

연구참여자들은 자존감에 있어 동질한 집단임이 확인하였다. 

[표 4-5] 집단 간 자존감의 동질성 검증

Note: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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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평균

t-value Prob.이상적 

체형

현실적 

체형

나는 여성  작가들에 대해 

관심이 많다
4.46 4.32 0.726 0.469

나는 사회가  얼마나 

성차별적이었는지 점차 인지하고 

있다

5.34 5.26 0.433 0.666

나는 모든  사람들은 동등하며 

평등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5.81 5.93 -0.653 0.514

3) 여성운동 지지에 대한 태도의 동질성

페미니스트로써의 자기 인식은 개인의 바디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중 하나로,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말하는 여성의 

경우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이상적 체형에 대한 저항성과 자신의 몸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밝혀져 왔다(Muren & Smolak, 2009). Hurt 

외(2007)의 연구 결과에서 또한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몸에 대한 자기감시성 혹은 마름에 대한 욕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을 대상으로 패션 인플루언서의 

체형의 영향을 파악하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 개인의 여성운동 지지에 

대한 태도가 소비자 감정 및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된 세 문항을 물어보았다. 독립표본 t-검정 결과 세 문항 

모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두 집단 간 여성운동 지지에 

대한 태도의 동질성이 확보되었다.

[표 4-6] 집단 간 여성운동 지지에 대한 태도의 동질성 검증

Note: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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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본 절에서는 가설 검증에 앞서 측정모형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통계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타당성은 베리맥스(Varimax) 회전을 

이용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신뢰도는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도출하여 살펴보았다.

1.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는 패션 인플루언서의 체형이 친근감과 감탄을 매개하여 

소비자의 행동의도(추천의도, 자기표현의도, 자기제시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모형 분석을 

위해 AMO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먼저 측정모형의 적합도 및 측정변수의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모든 변수를 반영한 모형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변수 별 측정 변수들의 요인적재량, t값, AVE(평균분산산출), CR, 

p값 및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fit index)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측정변수의 표준화 요인적재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측정모형의 주요 적합도는 = 98.477(df= 67, p= .007), 

Normed  = 1.470, GFI= .928, NFI= .9628 CFI= .989로 

나타났으며, RMESA= .051로 기준인 .08보다 작게 나타나 측정모형의 

적합성이 합당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모든 측정변수의 하위 항목의 요인적재량은 0.866에서 0.981 

범위로 나타나 적합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4-7]과 같으며,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및 측정변수들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표 4-8]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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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도 지수 df GFI NFI CFI RMSEA

측정모형 98.477 67 0.928 0.968 0.989 0.051

요인 문항내용
표준화

계수
신뢰도 AVE CR

친근감

나는 이 인플루언서가 

친숙하다는 느낌이 든다
0.947

0.933 0.830 0.817

나는 이전부터 이 

인플루언서가 익숙하다는 

느낌이 든다 

0.919

나는 이 인플루언서로부터 

편안한 느낌이 든다
0.866

감탄

나는 이 인플루언서가 

대단하다고 느낀다
0.917

.906 0.830 0.651
나는 이 인플루언서가 

굉장하다고 생각한다
0.905

추천의도

나는 이 인플루언서를 

팔로우하길 주변 

사람들에게 권유하고 싶다

0.981

.960 0.894 0.822

나는 이 인플루언서를 

지인들에게도 추천하고 

싶다

0.945

나는 내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이 

인플루언서의 게시물을 

공유하고 싶다

0.909

[표 4-7]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표 4-8] 측정변수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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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표현

의도

이 인플루언서의 피드를 

보고 난 후, 나는 나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사진을 게시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0.963

0.961 0.893 0.792

이 인플루언서의 피드를 

보고 난 후, 나는 나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사진을 

게시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0.950

이 인플루언서의 피드를 

보고 난 후, 나는 나를 

정의할 수 있는 사진을 

게시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0.922

자기제시

의도

이 인플루언서의 피드를 

보고 난 후, 나는 나의 

소속 집단이 보여지는 

사진을 게시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0.953

0.947 0.855 0.824

이 인플루언서의 피드를 

보고 난 후, 나는 나의 

사회적 지위가 보여지는 

사진을 게시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0.920

이 인플루언서의 피드를 

보고 난 후, 나는 나의 

경제적 위치가 보여지는 

사진을 게시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0.900

Note: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까지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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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모형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친근감, 감탄, 추천의도, 

자기표현의도, 자기제시의도의 총 5개 변수들을 최종 모형 투입변수로 

설정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의 유의성을 검증하기에 앞서 연구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추상적 개념이 실제로 측정 도구에 의해 적절하게 

측정되었는지 확인하고자 구성체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집중타당성은 표준화된 요인 부하량의 크기와 평균분산추출 

값으로 평가하며 각 측정 변수들의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0.7 이상일 때 

바람직하다고 평가한다(노경섭, 2019). 본 연구의 모든 측정항목의 

표준화 요인부하량은 0.947 이상으로 나타나 만족할만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였다. 평균분산 추출값(AVE)은 표준화 요인부하량을 제곱한 

값들의 평균값으로 그 크기가 0.5 이상일 때 집중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노경섭, 2019). 계산 결과, 본 연구의 모든 잠재요인의 

평균분산 추출값이 0.830 이상으로 나타나 본 모형에 사용된 측정 

변수들 간의 집중타당성을 확인하였다.

판별타당성은 한 잠재변수가 다른 잠재변수와 얼마나 구별되는지 

파악하는 것으로 두 잠재요인의 평균분산 추출값과 두 잠재요인간의 

상관계수 제곱을 비교하여 상관계수 제곱보다 각각의 평균분산 추출값이 

높을 때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표 4-9]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본 모형의 잠재 변수들의 상관관계 제곱값은 0.114에서 0.575 

사이로 나타났으며, 이는 가장 낮은 평균분산 추출값을 갖는 친근감과 

감탄의 평균분산 추출값 .830보다 작은 값으로 본 모형에 포함된 모든 

잠재요인들 간의 판별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후 

분석에서는 측정 문항들의 평균값을 변수 값으로 투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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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근감 감탄 추천의도
자기표현

의도

자기제시

의도

친근감 0.830a 0.695b 0.626 0.459 0.378

감탄 0.483c 0.830 0.624 0.467 0.338

추천의도 0.392 0.389 0.894 0.676 0.579

자기표현

의도
0.211 0.218 0.457 0.893 0.758

자기제시

의도
0.143 0.114 0.335 0.575 0.855

[표 4-9] 변수의 집중타당성 및 판별타당성 측정지표

a평균분산 추출값(AVE), b상관계수, c상관계수의 제곱

Note: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까지 표시함

Note: AVE값은 최소 0.50 이상, 개념신뢰도(CR)값은 0.70 이상일 때 집중타당성을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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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문제 및 가설 검증

본 절에서는 앞서 설정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설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이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연구문제1을 검증하기 위해 일원 분산분석을 활용하여 

패션 인플루언서의 체형에 따른 감정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후 

연구문제2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 분산분석을 활용하여 패션 

인플루언서의 체형이 소비자 행동의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3을 검증하기 위해 패션 인플루언서에 

대한 친근감과 감탄의 지각이 소비자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1. 패션 인플루언서의 체형이 소비자 감정에 미치는 영향

패션 인플루언서의 체형이 소비자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일원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패션 인플루언서의 두 가지 

체형에 따라 친근감과 감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표 4-10]과 같다. 

일원 분산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패션 인플루언서의 체형에 따른 

친근감과 감탄은 유의수준 .000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구가설 1-1의 예측과 동일하게 인플루언서의 현실적 

체형일 때 친근감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F= 93.397, p= .000). 

반면, 감탄 또한 인플루언서의 체형이 현실적일 때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연구가설 1-2는 기각되었다(F= 37.201, p=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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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수 독립변수 평균 자유도 평균제곱 F값 Prob.

친근감

이상적 체형 3.102

1 111.813 93.397 0.000

현실적 체형 4.681

감탄

이상적 체형 3.471

1 56.973 37.201 0.000

현실적 체형 4.621

[표 4-10] 체형에 따른 소비자 감정 일원분산분석 결과

Note: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까지 표시함

2. 패션 인플루언서의 체형이 소비자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패션 인플루언서의 체형이 소비자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일원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패션 인플루언서의 두 가지 

체형에 따라 추천의도와 자기표현의도 및 자기제시의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표 4-11]과 같다. 

일원 분산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패션 인플루언서의 체형에 따른 

추천의도와 자기표현의도는 각각 유의수준 .000과 .001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연구가설 2-1의 예측과는 

반대로 인플루언서의 체형이 현실적일 때 추천의도가 높게 나타났다(F= 

18.538 p= .000). 자기표현의도의 경우 연구가설 2-2의 예측과 

동일하게 현실적 체형의 패션 인플루언서일 때 효과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F= 12.064, p= .001). 반면, 패션 인플루언서의 체형이 

이상적일 때 높은 자기제시의도를 형성할 것이라는 연구가설 2-3과는 

다르게 두 집단 간의 자기제시의도에 대한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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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수 독립변수 평균 자유도 평균제곱 F값 Prob.

추천의도

이상적 체형 2.573

1 30.455 18.538 0.000

현실적 체형 3.397

자기표현

의도

이상적 체형 2.522

1 26.092 12.064 0.001

현실적 체형 3.284

자기제시 

의도

이상적 체형 2.440

1 3.432 1.957 0.164

현실적 체형 2.716

않았다(F= 1.957, p= .164). 이에 따라 연구가설 2-3은 기각되었다. 

[표 4-11] 체형에 따른 소비자 행동의도 일원분산분석 결과

Note: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까지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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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친근감과 감탄의 매개효과 검증: Macro Process 검증

연구문제3은 인플루언서의 체형이 친근감과 감탄을 매개하여 

추천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3-1과 자기표현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2, 그리고 자기제시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3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경로에 대해 

친근감과 감탄이 지닌 매개적 역할을 보다 심층적으로 확인하고자 

SPSS Macro Process의 Model 4를 이용하여 병렬적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비교 군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이상적 

체형의 집단을 0, 현실적 체형의 집단을 1로 코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신뢰도 구간을 95%로 

설정하였으며 부트스트랩 샘플 수를 5,000으로 지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Hayes, 2013). 

1) 패션 인플루언서의 체형이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친근감과 감탄의 매개효과

연구가설 3-1을 검증하기 위해 Process분석의 Model 4를 

활용하여 병렬적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매개모형을 분석할 경우, 

신뢰구간의 최소값(LLCI)과 최대값(ULCI)값 사이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간접효과가 없다는 영가설이 기각되고 간접효과가 있다는 

대립가설이 지지된다(Hayes, 2013). 

패션 인플루언서의 체형이 친근감과 감탄을 매개하여 

인플루언서에 대한 추천의도로 이어지는 모형에서 간접효과 계수는 각각 

.673과 .410의 값을 보였다. 간접경로에 대한 95% 신뢰구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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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감의 경우 LLCI= .385 - ULCI= 1.003으로 나타났으며, 감탄의 

경우 LLCI= .219 - ULCI= .624로 나타나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간접효과가 유의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패션 

인플루언서의 체형에 따른 추천의도의 직접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아 친근감과 감탄이 패션 인플루언서의 현실적 체형에 따른 추천의도 

사이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였다. 따라서 친근감과 감탄의 매개경로에 

대한 가설3-1이 지지되었다. 패션 인플루언서의 체형이 친근감과 

감탄을 매개하여 추천의도에는 정적 영향을 미쳤다. 다만 방향성에 있어 

현실적 체형일 때 친근감과 감탄을 모두 매개해 추천의도에 영향을 

끼쳤다. 또한, 친근감의 매개경로가 감탄에 비해 더 높은 설명력을 지녀 

패션 인플루언서에 대한 추천의도에 있어 친근감의 지각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그림 4-1] 가설3-1 모형

패션 인플루언서의 체형이 친근감과 감탄을 매개하여 추천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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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β SE t Prob.

 체형→ 추천의도 -0.259 0.182 -1.421 0.157

 체형→ 친근감 1.579 0.163 9.664 0.000

 체형→ 감탄 1.127 0.185 6.099 0.000

 친근감→ 추천의도 0.426 0.086 4.979 0.000

 감탄→ 추천의도 0.364 0.076 4.806 0.000

경로 Effect SE
95% CI

LL UL

체형→ 친근감 →

추천의도
0.673 0.156 0.385 1.003

체형→ 감탄 →

추천의도
0.410 0.103 0.219 0.624

[표 4-12] 친근감과 감탄을 매개하는 경로모형의 효과계수1

*p <.05, **p<.001 ***p<.001
Note: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까지 표시함
Note: 간접효과(ab)에서 괄호 []안의 값은 [LLCI, ULCI]

[표 4-13] 친근감과 감탄의 간접효과계수1

Note: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까지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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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패션 인플루언서의 체형이 자기표현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친근감과 감탄의 매개효과

연구가설 3-2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는 그대로 

유지한 채 종속변수를 자기표현의도로 투입한 경로모형에 대해 병렬적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패션 인플루언서의 체형이 친근감을 

매개하여 자기표현의도로 이어지는 모형에서 간접효과 계수는 .491로 

나타났다. 친근감의 간접경로에 대한 95% 신뢰구간은 LLCI= .097 – 

ULCI= .941로 나타나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정적 관계를 

확인하였다. 반면, 패션 인플루언서의 현실적 체형이 감탄을 매개하여 

자기제시의도로 이어지는 모형의 간접효과 계수는 .239로 나타났다. 

감탄의 간접경로에 대한 95% 신뢰구간은 LLCI= .075 – 

ULCI=.415로 나타나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정적 관계를 

확인하였다. 패션 인플루언서의 체형이 자기표현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에 대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p= .711) 

완전매개임을 확인하였다. 즉, 패션 인플루언서의 현실적 체형이 

친근감과 감탄을 각각 매개해 자기표현의도로 이어지는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3-2 지지되었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표 4-14]과 

[표4-15]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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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β SE t Prob.

 체형→ 자기표현의도 -0.090 0.243 -0.371 0.711

 체형→ 친근감 1.579 0.163 9.664 0.000

 체형→ 감탄 1.127 0.185 6.099 0.000

 친근감→      

 자기표현의도
0.311 0.114 2.717 0.007

 감탄→ 자기표현의도 0.322 0.101 3.179 0.002

[그림 4-2] 

패션 인플루언서의 체형이 친근감과 감탄을 매개하여 자기표현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모형

[표 4-14] 친근감과 감탄을 매개하는 경로모형의 효과계수2

Note: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까지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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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Effect SE
95% CI

LL UL

체형→ 친근감 →

자기표현의도
.491 .213 .097 .941

체형→ 감탄 →

자기표현의도
.239 .088 .075 .415

[표 4-15] 친근감과 감탄의 간접효과계수2

Note: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까지 표시함

3) 패션 인플루언서의 체형이 자기제시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친근감과 감탄의 매개효과

마지막으로 연구가설 3-3을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는 그대로 유지한 채 종속변수를 자기제시의도로 투입한 

경로모형에 대해 병렬적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패션 

인플루언서의 현실적 체형이 친근감을 매개하여 자기제시의도로 

이어지는 모형에서 간접효과 계수는 .591로 나타났다. 친근감의 

간접경로에 대한 95% 신뢰구간은 LLCI= .251 – ULCI= .979로 

나타나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정적 관계를 확인하였다. 반면, 

패션 인플루언서의 체형이 감탄을 매개해 자기제시의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LLCI= -.036, ULCI= .385). 

추가로 패션 인플루언서의 이상적 체형이 자기제시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 앞선 일원분산분석의 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소비자 감정의 매개 효과를 고려했을 때, 패션 인플루언서의 

이상적 체형이 자기제시의도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다. 

인플루언서의 체형이 현실적일 때 친근감을 매개해 자기제시의도로 

이어지는 경로는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패션 인플루언서의 체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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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적일 때 감탄을 매개해 자기제시의도로 이어지는 경로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아 가설 3-3은 기각되었다. 

[그림 4-3] 

패션 인플루언서의 체형이 친근감과 감탄을 매개하여 자기제시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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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β SE t Prob.

 체형→ 자기제시의도 -0.479 0.224 -2.138 0.034

 체형→ 친근감 1.579 0.163 9.664 0.000

 체형→ 감탄 1.127 0.185 6.099 0.000

 친근감→  

 자기제시의도
0.374 0.105 3.552 0.000

 감탄→ 자기제시의도 0.147 0.093 1.574 0.117

경로 Effect SE
95% CI

LL UL

체형→ 친근감 →

자기제시의도
0.591 0.186 0.251 0.979

체형→ 감탄 →

자기제시의도
0.165 0.108 -0.036 0.385

[표 4-16] 친근감과 감탄을 매개하는 경로모형의 효과계수3

Note: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까지 표시함

[표 4-17] 친근감과 감탄의 간접효과계수3

Note: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까지 표시함



70

연구가설 결과

1-1
인플루언서의 체형이 현실적일 때 (이상적일 때와 

비교하여) 소비자는 더 높은 친근감을 보일 것이다
지지

1-2
인플루언서의 체형이 이상적일 때 (현실적일 때와 

비교하여) 소비자는 더 높은 감탄을 보일 것이다
기각

2-1
인플루언서의 체형이 이상적일 때 (현실적일 때와 

비교하여) 소비자는 더 높은 추천의도를 보일 것이다
기각

2-2

인플루언서의 체형이 이상적일 때 (현실적일 때와 

비교하여) 소비자는 더 높은 자기제시의도를 보일 

것이다

기각

2-3

인플루언서의 체형이 현실적일 때 (이상적일 때와 

비교하여) 소비자는 더 높은 자기표현의도를 보일 

것이다

지지

3-1
인플루언서의 체형이 친근감과 감탄을 매개로 

추천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3-2
인플루언서의 체형이 친근감과 감탄을 매개로 

자기표현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3-3
인플루언서의 체형이 친근감과 감탄을 매개로 

자기제시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4. 연구가설 검증 결과 요약

본 연구가 설정한 가설의 검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4-18]과 같다. 

[표 4-18] 연구가설 검증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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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논의

제 1 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패션 인플루언서는 최근 모바일 환경에서 소비자의 정보탐색 및 

의사결정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주요 일반인 정보원이다. 패션 

인플루언서는 잡지 혹은 TV에서 비춰지는 연예인들보다 높은 

정보유용성, 신뢰성, 상호작용성 등을 보이며 긍정적인 제품태도 및 

구매의도를 형성한다. 이에 리테일러들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이끌 뿐만 

아니라 구매결정을 촉진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 구체적인 패션 인플루언서의 영향 요인에 

대해서는 학술적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패션 인플루언서의 체형에 따른 소비자의 감정과 

행동 의도에 대해 탐구하였다. 구체적으로 패션 인플루언서의 이상적 

체형 혹은 현실적 체형에 따른 소비자 감정의 변화에 대해 

비교분석하고, 이러한 감정을 매개하여 패션 인플루언서에 대한 

추천의도와 자기표현 및 자기제시의도로 이어지는 경로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가상의 인스타그램 패션 인플루언서 계정을 

제작하였으며, 온라인을 통해 연구 참여자가 이를 직접 탐색해본 후 

응답한 설문자료로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때 패션 인플루언서의 체형은 마름의 정도를 기준으로 현실적 체형과 

이상적 체형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체형에 대한 국내 여성의 인식과 

평균 BMI지수를 고려하여 조작하였다(국가기술표준원, 2015; Ant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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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12). 최종적으로 180부의 자료가 사용되었으며, 수집된 응답 

자료의 분석을 통해 도출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 인플루언서의 신체적 매력성을 이상적 체형과 현실적 

체형으로 구분하여 그 개념과 특성을 정리하였으며, 체형의 차이에 따라 

소비자가 지각하는 친근감과 감탄의 정도를 일원적 분산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패션 인플루언서의 체형이 현실적일 때 

소비자는 친근감을 높게 느꼈으며, 이는 현실적 체형의 패션 

인플루언서에 대해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유사함을 인지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패션 인플루언서의 체형이 소비자의 감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라 이상적 체형일 때 감탄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하였으나, 반대로 현실적 체형에 대해 감탄이 높게 

지각되었다. 이는 정보원의 속성을 평가하는데 규범화된 몸매가 

아님에도 당당하고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며 영향력 있는 현실적 체형의 

패션 인플루언서에 대해 놀라워하며, 일반적인 체형의 패션 

인플루언서를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롤모델로 인식하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둘째, 패션 인플루언서의 체형이 소비자 행동의도에 미치는 

주효과에 대해 확인하였다. 일원 분산분석 결과, 패션 인플루언서의 

체형이 추천의도와 자기표현의도에 모두 0.1%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현실적 체형의 인플루언서에 대해 

이상적 체형일 때보다 더 높은 추천의도와 자기표현의도를 보였다. 이는 

이상적 체형이 아닌 현실적 체형의 모델에 대해 소비자들이 오히려 

매력적으로 평가하며 자기 몸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Dierichs 외(2011)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를 통해 SNS 

쇼핑환경에서 패션 인플루언서의 매력성의 효과가 기존의 이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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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제안된 바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인플루언서의 체형 차이에 따른 자기제시의도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적 이미지를 중시함으로써 형성되는 

자기제시의도에 대해 비교 대상의 체형 차이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패션 인플루언서의 체형이 친근감과 감탄을 매개하여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SPSS Macro  

Process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패션 인플루언서의 체형이 

현실적일 때 친근감과 감탄을 모두 완전매개하여 추천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으로 이상과는 거리가 있는 

현실적 체형에 대해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해왔는데(정병욱 & 김영조, 2014; 이미아 외, 2011) 친근감과 

감탄과 같이 긍정적인 소비자 감정을 매개로 할 때 오히려 추천의도에 

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구체적으로 경로의 효과 크기를 

비교하였을 때 패션 인플루언서의 현실적 체형이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친근감의 매개효과가 감탄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체형의 유사함을 지각했을 때 소비자들은 비교대상에 대해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며, 잡지 광고에서 비춰지는 사이즈 0의 사회적으로 

이상적이라 여겨지는 체형보다 플러스 사이즈의 모델에 대해 긍정적인 

광고태도를 형성하는 Akestam 외(2017)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소비자와 비교 대상 사이의 인지된 유사성이 패션 인플루언서에 대한 

평가에 있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패션 인플루언서의 체형이 친근감과 감탄을 매개하여 

자기표현의도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Process 분석 결과, 

패션 인플루언서의 체형이 현실적일 때 친근감과 감탄을 모두 완전 

매개하여 자기표현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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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강조되는 이상적인 미 보다 오히려 

현실감 있으며 개성있는 인플루언서에 대해 소비자들은 긍정적인 감정을 

형성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SNS계정에도 자기 정체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게시물을 올리고자 하는 행동의도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두 매개경로의 효과 크기를 비교했을 때 친근감의 

매개효과가 감탄에 비해 크다고 나타났다. 즉, 패션 인플루언서의 

현실적 체형에 대해 지각된 친근감과 감탄이라는 두 가지 감정 모두 

수용자의 자기 이미지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Lee와 

Lee(2019)의 연구에서 바디 사이즈의 유사함이 소비자 개인의 몸에 

대한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와 유사한 맥락에서 패션 

인플루언서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친숙하며 가깝다고 인지하는 것이 

자기표현의도를 형성하는데 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실적 

체형의 패션 인플루언서에 대해 친근감을 느낄수록 SNS 상에서의 

자기표현의도가 높아지는 결과는 Halliwell과 Dittmar(2007)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맥락에서 현실적 체형의 비교대상을 봄으로써 소비자들이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며 온라인 사회관계 속에서도 

자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려는 의도를 형성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섯째, 패션 인플루언서의 체형이 친근감과 감탄을 매개하여 

자기제시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Process 분석 결과, 패션 

인플루언서의 체형이 친근감을 매개하여 자기제시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이상적 체형에 비해 현실적 체형의 

인플루언서를 본 소비자들이 높은 친근감을 지각했다. 이를 통해 패션 

인플루언서가 소비자의 SNS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친근감이 중요한 변수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본 연구에서 

예상한 것과는 다르게 패션 인플루언서의 체형이 현실적일 때 감탄을 

매개하여 자기제시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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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감정의 매개경로를 분석할 경우 체형이 자기제시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하였으며 부적 경로계수를 보여, 오히려 패션 

인플루언서의 체형이 이상적일 때 소비자들이 높은 자기제시의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상적 몸매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지각하는 감정과 무관하게 자기제시의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SNS를 탐색하는 도중 자신보다 매력적인 특성을 보았을 때 여성 

소비자들은 이상적인 신체적 외모 사진을 게시하기 위해 더 많은 보정을 

한다는 Fox와 Vendemia(2016)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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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1. 학문적 시사점

본 연구는 패션 인플루언서의 체형이 소비자 감정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규명하였다. 구체적으로 패션 

인플루언서의 현실적 체형이 친근감과 감탄을 매개하여 추천의도와 

자기표현 및 자기제시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스마트폰 보급율이 전세계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SNS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패션 인플루언서는 다양한 SNS 플랫폼을 

기반으로 트렌드를 선도하며 모바일 쇼핑환경에서 주요한 홍보 및 

구매결정요인으로 떠올랐다. 이처럼 패션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션 인플루언서에 대한 선행연구는 

인플루언서의 존재 유무 혹은 전통적인 매체에서의 연예인과의 비교 

측면에 치중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체형이라는 구체적인 평가 속성을 기반으로 소비자의 사회심리학적 

측면을 고려하여 패션 인플루언서에 대한 시의성 있는 연구를 

진행했다는 데에 학문적 의의가 있다. 특히, 이상적인 미가 강조되는 

기존의 유명인과는 다르게 현실적 체형과 그 사이 인지된 친근감이 

평가의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하여 패션 인플루언서 영향의 특이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미디어에 비춰지는 모델의 체형에 대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가진다. 모델의 

현실적 체형에 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학 혹은 

병리학적 측면에서 다루어져 왔으며(Hogue, & Mill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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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drickse et al., 2017; Diedrichs et al., 2011), 일부 진행된 

마케팅 관점에서의 연구에서는 이상적 체형과 비교했을 때 결과가 

일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Bian, & Wang, 2015; Janssen, & Paas, 

2014; 정병욱, & 김영조, 2014; D’Alessandro, & Chitty, 20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체형 차이에 따라 소비자가 경험하는 감정이 다를 

것이라 예측하였으며, 이상적 체형에 비해 오히려 현실적 체형의 패션 

인플루언서에 대해 소비자들이 친근감과 감탄의 감정을 형성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본 연구는 전통적 매체에서의 모델 효과와 SNS 

인플루언서 효과가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모델의 매력성 평가에 

있어 중요 속성 중 하나인 신체적 매력성이 패션 인플루언서를 평가할 

경우 정 반대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패션 인플루언서의 체형이 현실적 일 때 소비자들은 이상적 체형과 

비교하여 친근감과 감탄을 매개하여 높은 추천의도와 자기표현의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명인이 아닌 인플루언서가 일반 

소비자들 중 의견 선도력을 지닌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미적 

규범으로 작용되기 보다는 자신의 개성과 정체성을 표현하도록 자극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보이는 것으로 여겨진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는 자기표현의도와 자기제시의도를 SNS 

환경에 적용함으로써 연구범위를 확장하였다는데에 의의를 가진다. 

자기표현 및 자기제시의도에 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특정 제품군 

구매나 인상관리의 동기적 상황에서 이루어져왔다. 이에 본 연구는 

자신의 SNS 계정의 게시 상황으로 기존의 개념을 적용해 패션 

인플루언서의 게시물 탐색이 개인의 SNS 게시 성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 SNS 공간은 개인의 사적 공간 이상의 전세계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플랫폼이다. 이에 단순 인플루언서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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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일반 소비자 각자가 업로드하는 콘텐츠 역시 온라인 환경에서 

정보의 확산 및 탐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 패션 

인플루언서의 현실적 체형이 친근감과 감탄을 매개해 특히 

자기표현의도에 미치는 정적 영향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정보원의 구체적 요인이 개인적으로 업로드하고자 하는 게시물의 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패션 인플루언서의 체형이 

현실적일 때 친근감을 매개하여 높은 자기표현의도와 자기제시의도가 

나타난 점에서 인플루언서와 일반 소비자 사이의 인지된 유사함의 

중요성을 확인했으며, 외적 유사함을 지녔음에도 의견선도자로서의 

역할을 맡은 인플루언서에 대해 소비자들은 오히려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자신과 관련된 게시물들을 자발적으로 표현하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보다 실제적인 SNS 

탐색을 통해 연구 참여자의 감정 및 행동반응을 측정함으로써 연구의 

타당성을 높여 학문적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는 실제 인스타그램의 

모바일 환경을 기반으로 연구자가 직접 가상의 패션 인플루언서 계정과 

게시물을 제작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연구참여자가 이를 자유롭게 보고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설문지에 조작 검증 문항을 포함시켜 

불성실한 답변이 없도록 주의하였으며 좋아요 수, 팔로워 수, 그리고 

게시물의 내용 등의 기타 요인들을 통제함으로써 실험 및 연구의 

타당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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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적 시사점

최근 대부분의 패션 브랜드 혹은 유통기업에서는 인플루언서를 

홍보의 채널로 활용하거나 이들과의 협업을 통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체형의 인플루언서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확인하고, 나아가 인플루언서 및 홍보제품에 대한 

홍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실무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패션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홍보 마케팅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는데 있어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협찬을 통해 

제품을 홍보할 때 마케터들은 의례적으로 신체적 혹은 외모적 매력성에 

기반을 두고 흡사 연예인으로 비춰지는 이상적인 체형의 패션 

인플루언서를 선정해왔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상적 체형이 

아닌 현실적 체형의 패션 인플루언서에 대해 소비자들은 친근감과 

감탄의 감정을 모두 형성하며 높은 추천의도 성향을 보였다. 즉,  

날씬하고 마른 몸매의 마케팅적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으며 

오히려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홍보모델에 대해 친근함을 느낄 때 

긍정적인 소비자 행동의도가 나타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리테일러들은 일반 패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이상적인 미를 

강조하기보다는 오히려 개성있고 현실적인 인플루언서를 선정하여 

차별화를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인플루언서에 대해 인지되는 친근감과 감탄이 

긍정적인 구전효과뿐만 아니라 소비자 개인의 SNS 게시의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패션 인플루언서의 현실적 

체형에 대해 친근감과 감탄을 느낀 소비자들은 모두 자신의 SNS에 

자신의 정체성 혹은 개성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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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자기표현의도에 대한 매개의 효과가 

감탄보다 친근감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패션 인플루언서에 

대해 유사하다고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전통적인 매체광고보다 각광받는 이유는 

소비자들이 패션 인플루언서의 게시물에 댓글을 달거나 

리그램하는(regram) 등 보다 자유롭게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으며, 

직접 구매한 제품에 대해 해시태그를 달아 자발적으로 패션 브랜드 및 

기업을 홍보해주기 때문이다. 이에, 현실적 체형의 패션 인플루언서에 

대한 지각된 친근감이 실제 소비자의 SNS 게시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염두에 두고 실무자들은 타깃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추천의도 이상의 효과적인 

바이럴 마케팅을 위한 구체적인 인플루언서 마케팅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연구가설1부터 3까지의 검증 결과를 

종합해보았을 때 현실적 체형을 가진 패션 인플루언서의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최근 전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자기 몸 긍정주의(Body 

Positivism) 현상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자기 몸 긍정주의는 

“자신의 모습을 인위적으로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자”의 취지의 운동 (황수연, 2019)으로 미의 고정관념을 깨고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을 변화하고자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캠페인의 일종이다. 패션 소비자들은 점차 이상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나 현재 자신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SNS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실적 체형의 패션 

인플루언서에게 높은 친근감과 감탄을 형성함과 동시에 친근감을 매개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추천하고자하는 의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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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기 몸 긍정주의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점차 

미적 기준에 국한되지 않고 자신의 개성과 정체성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현상이 확산될 것이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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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 제언

본 연구는 패션 인플루언서의 체형에 따른 소비자 감정 및 행동 

변화에 대한 학문적,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본 절에서는 연구가 지닌 한계점에 대해 

설명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설문조사의 대상을 20대에서 30대의 국내 거주 

여성으로 제한하였다. 모바일 쇼핑을 즐기는 주소비자이며 실제 

인스타그램에서 제품을 판매 혹은 홍보하며 활발히 활동하는 패션 

인플루언서 집단이 대부분 20~30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남성의 모바일 패션 쇼핑에 대한 관심과 

관여도가 높아짐에 따라 성별에 관계없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있어 

한계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추후의 패션 

인플루언서에 대한 체형 연구에 있어 연구 대상을 확대하여 남성과 여성 

패션 소비자의 반응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패션 인플루언서의 체형을 마름의 정도로 

구분하였다. 소비자연구 측면에서 신체적 매력성을 평가하기 위해 

자극물을 구성할 때 인지된 마름의 정도를 통해 구분한 점을 바탕으로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Fardouly & Vartanian , 2016; Cattarin et al., 

2000). 특히, 인스타그램 여성 이용자들은 동성의 비교 대상에 대한 

외모 관련 사회비교를 할수록 몸에 대한 불만족감과 날씬함에 대한 

갈망을 보인다는 Hendrickse 외(2017)의 연구를 바탕으로 패션 

인플루언서를 날씬한 체형과 그렇지 않은 체형으로 구분하여 자극물을 

구성하였으나 여전히 체형의 구분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 체형의 

효과를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Tovee 외(2002)의 연구에서는 

매력적인 여성의 체형을 낮은 BMI지수로 확인한 반면, Singh(199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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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적은 몸무게와 허리-엉덩이치수 비율(Waist-Hip Ratio, 

WHR)로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체형의 유형을 

구분하여 효과에 차이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글로벌 패션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향후 한국을 비롯한 다양한 민족성의 혹은 문화적 기반을 지닌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후속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여전히 문화 혹은 

국가적 성향에 따른 소비자 반응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Greenwood와 Dal Cin (2012)에 따르면 백인의 미국인 여성은 마른 

백인 여성의 연예인을 선호하는 반면, 흑인의 미국인 여성은 보다 

굴곡진 몸매의 백인이 아닌 연예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들의 국적 혹은 인종에 따라 패션 인플루언서에 대한 체형 평가가 

달라지는지 확인하여, 다른 문화권의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으로써 패션 인플루언서의 체형 및 인지된 감정의 

효과를 파악해야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소비자의 반응에 대한 패션 인플루언서 체형의 

효과를 친근감과 감탄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는 사회비교 

이론을 바탕으로 비교 대상을 평가하는데 있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변

인들이지만, 이외에도 다양한 속성들의 효과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예를 들어 자존감의 경우, 자존감이 낮은 소비자들일수록 현실적 모

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반대로 자신

에 대해 확신하며 이상적 모델에 대해 유사성과 호감을 느낀다(Jones, 

& Buckingham, 2005).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집단 간 동질성

을 파악함으로써 이를 통제하였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자존감, 바디이미

지, 외모감시성 등 소비자의 개인적인 특성들이 소비자 행동반응에 대한 

패션 인플루언서의 체형 효과를 조절하는지 알아볼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외부효과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직접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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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패션 인플루언서에 대한 자극물을 제작했지만 시각적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인 평가를 주되게 파악했기 때문에 체형 이외의 인플루

언서의 패션 스타일 혹은 분위기와 같은 이미지 속성에 따른 영향이 있

을 수 있다고 여겨진다. 이에 따라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각적 요인

들을 고려하여 이들의 영향을 확인하거나 통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취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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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귀한 시간 내어 설문에 응해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조사는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는 “패션 인플루언서(Influencer)”에 관한 

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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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빠짐없이 성의 있게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설문 내용은 통계적 분석을 위해서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결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조사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연구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최대 15분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설문에 참여해주신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구자: 이희윤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석사과정 패션마케팅연구실 소속)

연락처: judlee95@snu.ac.kr / 010-8431-5432

[PART Ⅰ]
■ 아래의 설명을 꼼꼼하게 읽어주신 후에 문항에 응답 부탁드립니다.

패션인플루언서(Fashion Influencer)란?                                      

1) 매크로 인플루언서: SNS사용자 중에서도 100만명 이상의 팔로워들을 보유

해 소비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사회문화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주요 소비자 

2) 패션 인플루언서: 100만명 이상의 팔로워들을 보유한 매크로 인플루언서 중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만의 고유한 패션스타일을 가지고, 패션 관련 정보를 주

로 게시해 팔로워들에게 강력한 의견 전달력이 있는 일반인 정보원      

: 자신의 일상을 통해 자연스럽게 제품 및 브랜드들을 소개하고 일반 소비자들

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새로운 유명인사로 떠오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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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귀하는 인스타그램의 계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Q1-2. 귀하의 하루 평균 인스타그램 이용시간을 기입하여 주세요. 

                         분

 

Q1-3. 귀하는 현재 100만 이상의 팔로워 수를 보유한 패션 인플루언서를 팔로

우(follow)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Q1-4. 귀하께서 팔로우하고 있는 패션 인플루언서의 수를 대략적으로 기입하여 

주세요. 

                         명

Q1-5. 패션 인플루언서에 대한 정의로 맞는 보기를 체크하여 주세요.

①  자신만의 고유한 패션 스타일을 가지며, 100만명 이상의 팔로워들을 

보유한 일반인 정보원

②  IT기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며, 100만명 이상의 팔로워들을 보유한 

일반인 정보원

③  음식 관련 컨텐츠를 주로 게시하며, 100만명 이상의 팔로워들을 보유한 일

반인 정보원

④ 동물 관련 컨텐츠를 주로 게시하며, 100만명 이상의 팔로워들을 보유한 일

반인 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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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설문 문항 ① 전혀그렇지않다·········⑦매우그렇다

1 나는 내 스스로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전반적으로 내 자신에게 

긍정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스스로가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번호 설문 문항 ① 전혀그렇지않다·········⑦매우그렇다

1

나는 남성이 남자답고, 여성이 

여자다워야 한다는 일반적인  

생각에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여성 작가들에 대해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사회가 얼마나 

성차별적이었는지 점차 인지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모든사람들은동등하며평등해져

야한다고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1-6. 다음 문항은 귀하의 자존감에 관한 질문입니다. 잘 읽고 해당하는 곳에 

체크하여 주세요.

Q1-7. 다음 문항은 귀하의 평소 생각에 관한 질문입니다. 잘 읽고 해당하는 곳

에 체크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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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설문 문항 ① 전혀그렇지않다·········⑦매우그렇다

1
그녀는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여성의 

이상적 체형과 유사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그녀의 체형은 이상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그녀는평균체형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그녀의체형은현실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번호 설문 문항

1 매력적이지 않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매력적인

[PART Ⅱ]

■ 다음 시나리오를 읽고 패션 인플루언서의 계정을 탐색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모바일로 인스타그램을 둘러보던 중 우연히 아래의 패션 인플

루언서의 사진을 발견하였습니다. 해당 인플루언서에 대해 관심이 생긴 귀하는 

추가적으로 그녀의 계정을 둘러보고자 합니다. 화면에 제시되는 이미지와 글에 

대해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자유롭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Q2-1. 귀하는 해당 인플루언서를 설문 조사에 참여하기 이전에 알고 있었습니

까? 

① 예     ② 아니오

Q2-2. 다음 문항은 해당 인플루언서에 대해 귀하가 느끼고 있는 신체정보를 측

정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잘 읽고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곳에 체크하여 주세

요.

Q2-3. 다음 문항은 해당 인플루언서에 대해 귀하가 느끼고 있는 매력성을 측정

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사진에 대한 시각적 느낌을 두 형용사 쌍 사이의 해당되

는 곳에 체크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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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기 흉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보기좋은

번호 설문 문항 ① 전혀그렇지않다·········⑦매우그렇다

1
나는 이 인플루언서에 대해 

인상깊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이 인플루언서가 대단하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이 인플루언서가 굉장하다고 

생각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이 인플루언서로부터 편안한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나는이전부터이인플루언서가익숙하

다는느낌이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나는 이 인플루언서가 친숙하다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번호 설문 문항 ① 전혀그렇지않다·········⑦매우그렇다

1
나는 이 인플루언서를 지인들에게도 

추천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2-4. 다음 문항은 해당 인플루언서에 대해 귀하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측정하

기 위한 질문입니다. 잘 읽고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곳에 체크하여 주세요.

Q2-5. 다음 문항은 해당 인플루언서에 대한 귀하의 추천의도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잘 읽고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곳에 체크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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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는 이 인플루언서를 팔로우하길 

주변 사람들에게 권유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내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이 

인플루언서의 게시물을 공유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번호 설문 문항 ① 전혀그렇지않다·········⑦매우그렇다

1

이 인플루언서의 피드를 보고 난 

후, 나는 나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사진을 게시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이 인플루언서의 피드를 보고 난 

후, 나는 나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사진을 게시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이 인플루언서의 피드를 보고 난 

후, 나는 나를 정의할수  있는 

사진을 게시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이 인플루언서의 피드를 보고 난 

후, 나는 나의 사회적  지위가 

보여지는 사진을 게시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이 인플루언서의 피드를 보고 난 

후, 나는 나의 소속집단이  

보여지는 사진을 게시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이 인플루언서의 피드를 보고 난 

후, 나는 나의 경제적  위치가 

보여지는 사진을 게시하고 싶다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2-6. 다음 문항은 해당 인플루언서의 계정을 보고 난 후, 귀하의 SNS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잘 읽고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곳에 체크하여 주

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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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했다.

[PART Ⅲ]

■ 다음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료는 통계처리를 위한 목적

으로만 사용되므로 안심하시고, 빠짐없이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Q3-1. 귀하의 연령을 기입하여 주세요.

만                       세

 

Q3-2. 귀하의 신체 정보를 기입하여 주세요.

키                         cm

몸무게                    kg

 

Q3-3. 귀하의 최종 학력을 체크하여 주세요. 

① 고등학교 졸업 ② 대학교 재학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재학 이상 

Q3-4. 귀하의 직업에 체크하여 주세요.

① 무직 ② 전업 주부 ③ 학생 ④ 일반 사무직 ⑤ 전문직 ⑥ 서비스업 ⑦ 기타 

(         )

Q3-5. 귀하의 월 평균 가계 소득에 체크하여 주세요.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③ 200만원 이상 ~ 300

만원 미만 ④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⑤ 400만원 이상 

설문이 완료되었습니다.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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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Fashion

Influencer’s Body Shape on

Consumer Response

Heeyun Lee

Textiles, Merchandising, and Fashion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Based on social network services, fashion Influencer who gets

fully support from consumers and wields great influence socially and

culturally, is emerging as a major marketing strategy. Compared to

traditional advertisement, fashion influencer leads to positive consumer

responses such as the usefulness, reliability and authenticity.

Nevertheless, research on influencer is only conducted in the basic

stages of comparing the impact of the existence of influencer or the

difference between traditional advertisement model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socio-psychological aspects of consumers as

they show limitations in their academic understanding and practical

use of fashion influencer as an important marketing element.

Body shape is one of the factors that measure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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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ractiveness of fashion influencer. It affects the evaluation of

fashion influencers and consumer's emotions through upward or

downward comparison, depending on the position of the object being

compared. Specifically for subjects of lateral or downward

comparisons, they form a bond or affinity for capabilities or attributes

similar to them. On the other hand, when it comes to the subject of

upward comparisons, people express a feeling of surprise, thinking

that they have shown above-standard ability or accomplishment. In

this study, we want to find out how differences in the body shape of

fashion influencers affect the degree of recommendation for fashion

influencers, and the degree of self-expression and self-expression for

their SNS postings, as a medium of familiarity or admiration.

To produce accurate response from research participants,

stimuli were produced artificially based on actual fashion influencers'

contents. To verify the research problem, the experiment was

conducted by dividing it into ideal and realistic body shape groups

depending on the differences in the body shape of fashion influencers.

The online survey was conducted through Macromill Embrain, a

research institute specialized in consumer panels, to women who are

in their 20s and 30s, living in Korea. Finally, it was analyzed

statistically through SPSS22.0 and AMOS18.0 using 180 dat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effect of the body shape of fashion influencer on

consumer's emotions are checked. For realistic body shape of fashion

influencer, consumers developed a sense of familiarity compared to

idealistic body shape. This means that the higher the similarity

between fashion influencers and consumers, the more psychological

intimacy they perceive. On the other hand, unlike the research theory,

consumers are more admired by the realistic body shape of fas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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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rs, not the idealistic body shape of fashion influencers. This

can be seen as a surprise to consumers in that they have not only

perceived familiarity through external similarities but also how

proudly they exposed their individuality away from social stereotypes.

Second, the main effects of the body shape of fashion

influencer on consumer behavioral intention are checked. When the

body shape of fashion influenza is realistic, consumers formed a high

degree of recommendation and self-expression intention. This means

that the pursuit of diversity, in a context similar to the study by

Dierichs et al.(2011), is an important attribute in the evaluation of

fashion influencer and the assessment of consumers themselves, as

opposed to the models' realistic body shape, rather than the models'

idealistic body shape.

Third, the mediation effects of familiarity and admiration

between the body shape of fashion influencer and the effect on

consumer's behavioral intention are checked. Specifically, the realistic

body shape of fashion influencer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intention of their recommendation, with each fully mediated effect of

familiarity and admiration. When the body shape of a fashion

influencer is realistic, it has been confirmed that it not only increases

the degree of recommendation for an influencer but also

self-expression and self-presentation intention on the context of SNS

posting. These results mean that by triggering a intimate response to

an assessment of fashion influencer, it can increase the degree of

behavior intention that is willing to post about oneself on personal

SNS account as well as positive attitudes.

On the contrary, when the body shape of a fashion influencer

is idealistic, there was no mediated effect of admiration for the

consumer's recommendation and self-presentation intention. How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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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the body shape of s fashion influencer is realistic, it mediated

admiration to form a high degree of recommendation and

self-expression. In the similar aspect as the previous research results,

it is important to confirm the positive effects of the actual body

shape of fashion influencer on consumers' positive attitudes, while at

the same time the consumer’s perceived admiration affect their

willingness to post content on social networking sites rather than the

effect on the socially idealized body shapes.

Additionally, in the process of understanding the parallel

mediated effect of familiarity and admiration, the direct effect of

idealistic body shape of fashion influencer on self-presentation was

confirmed. This means that the idealistic body shape has a greater

impact than the emotion that consumers perceive when it comes to

self-presentation, which values the attention from people around them

and the expression of ideal self.

Consequently this study identified the impact on consumer’s

emotional response and behavioral intention by introducing a specific

model assessment element, body shape, in the fashion online shopping

context in which physical attractiveness plays an important role.

Compare to the previous studies about fashion influencer which were

limited on comparison with traditional advertising models, this study

has academic implication in that it attempted to find the impact of

consumers' emotional aspect. In particular, existing studies have

highlighted the physical attractiveness of influencer, which makes it

meaningful to ensure that idealistic body shape are no longer

important variable that affect consumer response.

In addition, it is expected to help fashion marketers effectively

to select the appropriate Influencers that fits for target customers, not

only to serve as a promotional model, but also to make change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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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sumers' internal attitudes and consequently affect the way

they express their personal thoughts on SNS postings. Rather than

simply looking at fashion influencer as one of the models for

advertisement, it suggests that the influence of the psychological

mechanism based on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the influencer is

significant.

Keywords : Fashion Influencer, Body Image, Social Comparison,

Familiarity, Admiration, Consumer Response

Student Number : 2018-2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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