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확산에 따른 인터넷 패션정보 사용자

시장세분 및 확산성과 연구

송기은·황선진
†
·김윤식*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 경영연구소

The Study of Segmentation of Internet Fashion Information

Users and Diffusion Outcomes:

Application of a Use-Diffusion Model

Ki Eun Song · Sun Jin Hwang
†

· Yunsik Kim*

Dept. of Fashion Design, Sungkyunkwan University
*Business School and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Sungkyunkwan University

접수일(2012년 9월 17일), 수정일(1차 : 2013년 4월 22일, 완료일 : 2013년 8월 9일), 게재확정일(2013년 8월 13일)

Abstract

This study segments information users according to depth and variety of use diffusion in order to differen-

tiate between the influence of fashion information spread and diffusions from each segmented group. Data

were collected from a fashion community to perform a social network analysis that used UCINET 6.0. Mem-

bers completed the survey materials and the network materials were utilized in the analysis to test the hypo-

thesis. The segmented groups of information users determined the study results according to use diffusion and

the variables that affect them. The variables affecting information diffusion outcomes indicate different sig-

nificant influence factors on each segmented market. Information variety and complexity represents elevated

information reproductions and verbal acceptances from information diffusion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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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인터넷 구전은 커뮤니티로 형성된 사회적 관계의 네

트워크를 통해 한 개인에게서 다른 개인에게로 네트워

크 연결(link)을 따라 정보가 전파되는 과정을 가진다.

특히, 인터넷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구전 정보

의 확산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인터

넷을 통한 구전 마케팅 성과를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Lee, 2004). 패션상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패션

리더에 의해 수용된 후 일반 대중에게 확산되는 유행주

기 곡선을 가진다. 이때 조기수용자는 새로운 패션에 대

한 흥미와 관심이 높은 패션리더의 역할을 수행하는 집

단으로, 이들의 호의적인 구전 활동과 패션연출은 패션

리더를 모방하고 싶어 하는 다른 사람들의 패션제품 구

매 및 사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

(Ahn et al., 2010). 이러한 특성으로 자사의 신제품을 효

과적으로 알리고, 소비자 구매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회로 인터넷 구전을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패션브랜

드들은 자사의 패션정보가 확산되기 위해서 누가 중요

한 구전자이며 이들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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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인터넷 구전 연구들은 온라인 구전에 영향을 미

치는 선행변수들을 규명하고 오프라인과의 차이점을 설

명하거나(Henning-Truau et al., 2004), 인터넷 환경 하

에서의 고유속성인 온라인 커뮤니티와 구전 효과 연구

가 주를 이루었다(Lee, 2004; Lee, 2008; Sen & Lerman,

2007). 그러나, 최근에는 인터넷 구전을 인터넷에서 활동

하는 구성원들 간의 관계적 속성에 의한 확산과정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늘어나면서, 사회네트워크 분석이나

질적 연구 등 새로운 분석의 틀을 사용하여 블로그 특

성, 구전 동기, 구전 확산 등의 새로운 현상을 설명하려

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Choi, 2009; Han et al.,

2006; Lee & Lee, 2007; Na, 2010).

특히, 확산 연구는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의 확산이나

신제품, 신기술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용과정으로 이해

하는 수용확산 연구(Bass, 1969; Rogers, 2003)와 소비자

수용 이후의 사용에 따른 성과를 규명하는 사용확산 연

구(Shin & Venkatesh, 2004)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의류

학에서는 수용확산을 토대로 소비자들의 패션수용시기

에 따라 패션시장을 구분하거나, 확산과정에 따라 유행

선도력 등의 소비자 특성을 설명하고 있으나(Ahn et al.,

2010), IT 제품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사용

확산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Brown

and Reingen(1987)이 언급한 것처럼 구전 활동은 네트워

크 관계적 속성에 의해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커뮤

니티 중심의 패션정보가 온 ·오프라인의 패션소비자들

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패

션영역에서의 네트워크 구전 연구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

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의 목적은 사용확산 모델

을 적용하여 인터넷 패션정보 사용자를 세분화한 후 각

세분집단의 특성을 밝히며, 각 집단별 확산성과를 규명

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학문적으로 구전 연구와 네트워크 연구를 결

합하여 패션커뮤니티에서의 인터넷 구전에 관한 통합

연구를 제시하며, 패션분야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네트

워크의 관계적 특성을 고려함으로써 새로운 연구관점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무적으로도 사용확산

패턴에 따라 패션정보 사용자를 세분화하여 각 집단들

의 특성을 이해한다면, 패션업체들이 인터넷 구전 마케팅

전략을 활용시 누가 중요한 패션정보 구전자이고 이들

의 특성이 어떠한지 규명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정보참

여를 이끌어내어 효율적인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전략수

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확산이론에 관한 일련의 연구들(Bass, 1969; Park, 2002;

Shin & Venkatesh, 2004)은 신제품의 확산이나 사용만

족과 같은 성과를 갖기 위해서는 구전의 역할이 중요하

다는 공통된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론적 배경에

서는 본 연구에 적용된 확산모델의 이론적 틀을 설명하

고, 사용확산의 영향 및 성과요인을 살펴보았다.

1. 확산모델

확산이론은 확산시점에 따라 신제품이나 혁신제품의

수용과 확산과정을 설명하는 수용확산(Bass, 1969; Ro-

gers, 2003)과 확산 이후의 만족과 같은 성과를 설명하

는 사용확산(Shin & Venkatesh, 2004)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수용확산 연구로 Bass(1969)의 신제품 수용

에 관한 연구는 제품에 대한 정보가 이미 구매한 소비

자로부터 전달되어 구매에 영향을 준다는 가정 하에 다

른 사람들의 구매여부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구매하

는 비율인 혁신계수와 구매 시 다른 사람의 구매에 영향

을 받아 구매하는 비율인 모방계수로 확산을 설명한다.

연구결과, 소비자의 신제품 구입시기와 구매율이 먼저

구입한 소비자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Rogers(2003)의 소비자 수용주기에 따른 확산 연구에서

는 사회구성원들을 혁신자, 조기수용자, 조기다수자,

후기다수자, 지체자로 구분하고 이들이 혁신과 동조성

향에 의한 순차적인 수용과정으로 확산을 설명하였다.

이후 확산 연구는 커뮤니케이션 영향력, 혁신계수가 도

달할 수 있는 시장의 크기, 시장의 지속적인 확산, 그리

고, 혁신계수와 모방계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규명

하고 있다(Han & Lee, 2009; Park, 2002). 이러한 수용

확산 모델은 순차적인 혁신과 모방을 통해 확산의 과정

을 거치는 것으로 구전의 영향력을 설명하고 있다.

반면, 수용 이후의 확산성과를 설명하는 사용확산 연

구는 Shin and Venkatesh(2004)에 의해 제안되었다. 사

용확산은 사용의 정도를 깊이와 다양성이라는 사용패

턴의 고저에 의해 시장을 세분화한 후 확산성과 차이를

설명한다. 이와 관련한 일련의 연구들은 주로 디지털 제

품이나 인터넷 행동에 있어서의 이용형태나 제품 구매

의도 및 혁신제품에 관한 확산성과에 대한 집단 간 차

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Kim, 2005; Maull et al.,

2011; Na, 2010; Shin & Venkatesh, 2004). 이러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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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에 의한 시장세분화 연구는 의류학 분야의 인터넷

구전 연구에서는 아직 활성화되고 있지 않으나, 인터넷

패션정보 확산에 의한 구전성과를 잘 설명해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2. 패션정보 사용확산의 결정변수들

선행연구를 토대로 인터넷 패션정보 사용확산의 결정

변수를 정보적 특성, 개인적 특성, 네트워크 구조적 특

성의 3차원으로 구성하여 살펴보았다.

1) 정보적 특성

인터넷 정보는 게시판에 소비자가 직접 올린 자신의

의견이나 관심정보에 대한 내용으로 텍스트, 사진정보,

간단한 댓글, 스크랩 등의 방식으로 정보전달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정보적 특성이 중요하게 인지된다(Kim &

Song, 2008).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정보

적 특성의 주요 변인으로 패션정보의 유용성, 흥미성,

신뢰성을 선정하였다. 정보의 유용성과 관련한 일련의

연구들에서 소비자들은 인터넷 정보들 중 자신과 관련

성이 높은 정보나 제공된 정보가 유용하다고 지각할수

록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행동이나 태도를 형성하는

경향을 갖고 있었다(Okleshen & Grossbart, 1998). 이렇

게 유용하다고 지각된 정보는 소비자의 이용 정도나 상

호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켜 인터넷 구전의 확

산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Song, 2007). 의류

학 연구로 Park et al.(2012)의 연구에서도 정보적합성은

SNS 사용의도나 구매의도에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 인터넷 패션정보 사용확산에서도 유용한 정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형성과 높은 정보활용을 예상할 수

있다.

기존의 구전 연구들이 주로 이성적 정보처리과정인 정

보의 유용성을 중요한 요인으로 언급하나, 매 시즌 새로

운 트렌드에 따른 신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패션정보의

확산에는 새로움과 같이 정보수신자의 환기를 각성시

키면서 탐색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흥미로운 정보에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예상해 볼 수 있다. Sen and Ler-

man(2007)의 구전 효과 연구결과도 실용적 제품과 쾌락

적 제품이 서로 다른 소비자의 태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감정적 정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Sen & Lerman,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보적 특성의 중요 변인으로 유용성과 더불어 흥미성

도 고려하였다.

또한, 익명의 소비자 간 이루어지는 인터넷 커뮤니케

이션의 특성상 인터넷 정보는 소비자들이 신뢰할 만하

다고 여기는 정보원천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Celso &

Rossi, 2008; Lee, 2008). 신뢰성과 관련한 일련의 연구

에서는 기업주도형 정보보다 소비자의 제품경험에 관

한 의견에 대한 신뢰가 높았으며, 구전 정보의 신뢰성은

소비자의 정보제공의지를 높이며, 구전 활용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Bickart & Schindler, 2001; Ridings et

al., 2002).

2) 개인적 특성

사용확산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개인적 특성변인으

로 인지욕구, 혁신성 및 연령, 성별을 들 수 있다. 인지

욕구는 소비자의 정보처리과정과 태도형성과정에 영향

을 미치는데, 인지욕구가 높을수록 심사숙고과정을 거

쳐 태도가 형성되기 때문에 행동의도가 높게 나타난다

(Lee et al., 2008). 또한, 구전 효과와 관련하여 인지욕구

가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구전 효용성에 따른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Lee, 2008). 특히, 상품유

행주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패션제품 특성상 새로운 브

랜드나 유행경향 등 지속적인 시장상황의 변화로 인해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 탐색이 요구될 것이다.

한편, 신제품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사용하고 수용

하는 혁신성(Rochrich, 2004)에 관한 실증 연구에서 혁신

성이 높은 소비자들은 다른 소비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

을 주며(Rogers, 2003), 확산과 재수용 의도(Kim & Song,

2008; Kim & Lee, 2007)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션제품의 경우, 한 개인에게 있어 유행혁

신성은 다른 영역에 비해 확산속도가 빨라서 채택과정

초기에 영향력이 발휘된다고 한다(Schrank & Gilmore,

1973).

연령이나 성별과 같은 인구통계적 특성도 인터넷 이

용자에 대한 관심과 연결된다. 인터넷 커뮤니티의 경우,

20대와 30대의 이용률이 높으며, 연령이 낮고, 교육수준

이 높을수록 네트워크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orea Internet Security Agency, 2009; Lee et al., 2007).

따라서, 연령이 낮을수록 정보확산 성과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남성 인터넷 이용자의

패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성과 비교하면,

패션정보에 대한 관심과 지식은 남성보다 여성이 높다는

연구결과(Sin, 2009)를 살펴볼 때, 여성이 남성보다 패션

커뮤니티에서의 패션정보 확산활동과 수용성과에 적극

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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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네트워크 구조적 특성

선행연구들(Han & Kim, 2008; Hanneman & Riddle,

2005)을 토대로 패션커뮤니티 내에서 패션정보의 흐름

을 설명하는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활동성(activity),

연결성(connectivity), 지배력(power)으로 나누었다. 우선,

활동성은 다른 구성원과의 관계 속에서 특정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들과 얼마나 많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나

타내는 개념으로 이를 측정하는 지표는 중앙성이다. 네

트워크 구조에서 중앙성은 네트워크 내에서 정보흐름을

통제하고, 중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으며, 다른 구

성원들의 의사결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Lee & Lee, 2007). 예술시장 네트워크에 관한

Park(2007)의 연구에서는 활동중앙성이 높은 예술가들이

새로운 정보를 일찍 접할 가능성이 크며, 시장성과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hoi(2009)의 연구에서는 인

터넷에서 활동성이 높은 사람은 블로그 광고확산에 훨씬

크고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결성은 네트워크에서 구성원들 간의 연결관계를 나

타내는 개념으로 비중복성과 낮은 제약성으로 측정할 수

있다(Kim, 2007). Burt(1992)는 약한 연결관계 속에서 비

중복적인 관계가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거나 다양한 정

보에 대한 접근에 유리하여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갖게

된다고 하였다. Bampo et al.(2008)의 연구에서 사회네트

워크의 구조적 연결형태에 따라 정보확산에 유의한 차

이를 보였는데, 정보확산 성과는 초기 구전 정보에 대한

영향보다 다른 구전자에 의한 영향력이 더 높았다. 따라

서, 네트워크 구조에서 네트워크 연결이 높을수록 정보

확산 성과를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러한 정보의

확산을 돕는 구성원의 중개 역할은 활동성이 높은 구성

원보다 정보확산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약한 연결로

연결된 네트워크에서 더 큰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own & Reingen, 1987). 제약성이 낮은 경우 네

트워크 내의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수집

할 수 있는데(Park, 2007), 패션커뮤니티는 정보추구 커

뮤니티의 유형으로 패션정보의 흐름에 의해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낮은 제약성을 갖

는 구성원들은 다양한 패션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지배력은 네트워크 내에서 다른 구성원들

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보나시치 파

워나 아이겐벡터로 측정할 수 있다(Hanneman & Riddle,

2005; Kim, 2007). 예술시장에서 지배력과 시장성과와의

관계를 연구한 Park(2007)에 따르면, 작가의 지배력이 낮

을수록 거래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배

력은 제약성과 마찬가지로 결속과 관계가 높은데, 네트

워크 내에서 정보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약한 연결을 갖는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요인이 된

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낮은 지배력은 영향력이 큰 주요

구성원과의 연결이 상대적으로 적어 영향력이 낮기 때문

에 보다 양질의 정보를 얻기 위해 네트워크 내에서 다른

구성원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적극적인 정보활동으

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

다.

3. 패션정보의 사용확산 성과요인

정보가 확산되어 감에 따라 인터넷에서 소비자들은

정보탐색 뿐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적극 전달하는 정보

의 생산자 역할을 한다(Lim & Lee, 2005). 사용확산 성

과는 구전 정보를 접한 후 소비자가 다시 정보를 재전달

하거나 재가공하여 다시 게재하는 정보재생산과 구전

정보를 접한 후 태도와 구매행동을 형성하는 구전 수용

으로 구분하여 구전 성과를 측정하였다. 이러한 확산과

정이 정보재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새로운 정보전달자들

을 생산하고, 그 결과 정보의 가치를 높이고, 높은 구전

성과를 가져올 것이다. 패션커뮤니티에서 소비자들 간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패션정보도 사용성이 높

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다시 재생산하거나 제공된 정

보를 수용하는 경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및 가설설정

패션커뮤니티 내에서의 소비자들 간 패션정보 사용확

산을 설명하고, 정보재생산과 구전 수용이라는 확산성과

를 측정하기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와 그에 따른 연구가

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델은

<Fig. 1>과 같다.

연구문제 1. 인터넷 패션커뮤니티의 패션정보 사용확

산에 따라 소비자를 세분화하고, 결정변

수(정보적 특성, 개인적 특성, 네트워크 특

성)로 각각의 세분집단의 특성을 밝힌다.

가설 1-1. 인터넷 패션커뮤니티에서 패션정보 사용확

산에 따른 각 세분집단의 특성을 설명하는

결정변수(정보적 특성, 개인적 특성,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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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 특성)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 인터넷 패션커뮤니티에서 패션정보 사용

확산에 따른 시장 세분집단이 확산성과

(정보재생산과 구전 수용)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본다.

가설 2-1. 인터넷 패션커뮤니티에서 패션정보 사용확

산에 따라 사용깊이와 다양성이 높은 집단

일수록 낮은 집단보다 정보재생산 성과가

높을 것이다.

가설 2-2. 인터넷 패션커뮤니티에서 패션정보 사용확

산에 따라 사용깊이와 다양성이 높은 집단

일수록 낮은 집단보다 구전 수용성과가 높

을 것이다.

2. 용어정의 및 측정문항

1) 사용확산

사용확산은 인터넷 패션커뮤니티에서 접하는 패션정

보의 다양성과 관심의 깊이를 의미한다. 측정방법은 Shin

and Venkatesh(2004)의 사용확산 모델을 본 연구에 맞게

적용하였다. 사용확산의 다양성은 커뮤니티 게시판의 패

션카테고리에서 자주 탐색하는 게시목록의 총 수로, 사

용확산의 깊이는 해당 패션정보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 결정변수

(1) 정보적 특성

정보적 특성 중 정보유용성은 제공된 패션정보가 평

소 관심있는 정보이거나 패션제품의 구매결정 등의 이

유로 필요하다고 지각하는 정도로 정의하고, Song(2007)

의 연구를 토대로 커뮤니티에서 제공된 패션정보가 “관

심을 충족시킨다.”, “필요하다.”, “유익하다.”, “제품 구매

시 도움이 된다.”의 총 4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하였다. 또한, 정보흥미성은 패션커뮤니티 내에서 제

공된 정보가 주는 새로움이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재미

있어서 흥미를 일으킨다고 지각하는 정도로 정의하고,

Lee(2004), Song(2007)의 연구를 토대로 제공된 패션정

보가 “새롭다.”, “호기심을 자극한다.”, “독특하고 재미

있다.”, “흥미를 일으킨다.”의 총 4문항을 5점 리커트 척

도로 측정하였다. 정보의 신뢰성은 정보수신자가 제공

된 패션정보가 왜곡되지 않고 믿을 만하다고 믿는 정도

로 정의하고, Moenaert and Souder(1990)의 연구를 토대

로 제공된 패션정보가 “정확하다.”, “믿을만하다.”, “정직

하다.”, “언급된 제품이 믿을만하다.”의 총 4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2) 개인적 특성

개인적 특성으로 인지욕구는 개인의 정보처리를 위

해 노력을 기울이며 사고하는 경향으로 정의하고, Ca-

cioppo and Petty(1982)의 연구를 토대로 “모르는 것이

Fig. 1. Model of fashion information Use-dif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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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면 더 알고 싶다.”, “지적인 일들을 좋아한다.”, “심

사숙고하는 것은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논리적

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궁금증이 생기면 반드시

해결한다.”의 5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개인의 혁신성은 새로운 패션을 추구하거나 패션 신상

품을 일찍 구매하는 등 패션을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

으로 빨리 수용하는 경향으로 정의하고, Rochrich(2004)

의 연구를 토대로 “패션에 대해 많이 안다.”, “친구들보

다 먼저 패션 신상품을 산다.”, “더 많이 알려고 노력한

다.”, “매년 신상품을 구입한다.”, “다른 사람들이 내게 최

신 유행경향에 대해 자주 물어본다.”, “패션에 관해 이

야기하는 것이 즐겁다.”의 총 6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

로 측정하였다.

(3) 네트워크 구조적 특성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구조적 특성은 연구대상 커뮤

니티의 패션정보글에 대하여 소셜네트워크 분석을 통

해 지수값을 도출하였다. 이 중 활동성은 패션커뮤니티

에서 패션정보 교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도

로 정의하고, Kim(2007), Scott(2000)의 연구를 토대로

<Eq. 1>과 같이 활동중앙성을 측정하였다.

활동중앙성

..... Eq. 1.

단, 0 ≤ Ci≤ 1

i =측정노드

j = i와 연결된 노드

네트워크의 연결성은 Burt(1992)와 Kim(2007)의 연구

를 토대로 패션커뮤니티에서 구성원 간 패션정보 흐름

이 중복되는 비중이 적고 낮은 제약성을 갖는 네트워크

의 구조적 위치로, 구성원들 간의 낮은 제약성을 <Eq.

2>와 같이 측정하였다.

제약성

..... Eq. 2.

i =측정노드

j = i와 연결된 노드

q = j와 연결된 제3의 노드

지배력은 패션커뮤니티의 네트워크 구조에서 패션정

보 영향력이 높은 구성원과의 접촉으로 형성된 영향력

으로 정의하고, <Eq. 3>과 같이 연결된 상대방에 대한 가

중치를 나타내는 아이겐벡터를 표준화시켜 측정하였다.

지배력

..... Eq. 3.

i =지배력을 측정하는 노드

j = i에 연결된 지배력이 높은 노드

3) 확산성과 변수: 정보재생산과 구전 수용

패션정보 재생산은 패션정보를 접한 후 다른 사람에

게 전달할 목적으로 글을 게시하거나, 또는 새로운 정보

를 생성, 기존정보의 재가공을 통하여 정보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Lee(2004)의 연구를 토대로

“기회가 된다면, 다른 사이트에서 인용할 것이다.”, “다

른 사람에게 재전달 할 것이다.”, “나도 게시판에 올려

알려줄 것이다.”의 총 3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하였다. 또한, 패션정보의 구전 수용은 패션정보를 접한

후 해당 커뮤니티 구성원이 해당 제품에 대한 태도변화

와 구매의도를 형성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Song(2007)

와 Lee(2004)의 연구를 토대로 제품에 관한 정보를 접한

후 “해당 제품이나 브랜드의 이미지가 좋아졌다.”, “해

당 제품을 사고 싶어졌다.”의 총 2문항을 5점 리커트 척

도로 측정하였다.

3. 분석방법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패션커뮤니티 내 패션정보 게시판에서 구

성원들 간 서로 글을 올린 횟수와 댓글을 다는 횟수를 구

성원 간의 정보교환관계로 설정하여 UCINET 6을 이용

한 사회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가설검증을

위해서 해당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에게 설문지법을 실시

하여 SPSS 17.0을 이용한 신뢰성 분석 및 요인분석을 실

시하였고, 사용확산에 의한 정보사용자 세분화와 차이검

증을 위해 다항로짓분석 및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인터넷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제

공하는 패션커뮤니티 중에서 비교적 회원수가 많으며,

최근까지 회원들 간에 패션정보 교환활동이 활발히 이

루어지고 있는 싸이월드의 ‘베스트드레서’ 패션커뮤니

티를 선정하여 2010년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 선정

된 패션커뮤니티 회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을 실

시한 결과 총 200부를 회수하였다. 이 중 불성실하게 답

Ci Zij Zji+( )/ Zij( )
j=1

n

∑
i=1

n

∑
j=1

n

∑=

Cij pij piqpqj

q=1

n

∑+
⎝ ⎠
⎜ ⎟
⎛ ⎞2

=

Pi ZjiPj
j=1

N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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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한 설문지와 네트워크 결측치를 제외한 총 167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자의 통계적 특성은 여

성이 93명(56%)으로 남성 74명(44%)보다 많았고, 연령

은 19세 이하가 52명(31%), 20~24세가 75명(45%), 25~

29세가 31명(19%), 30세 이상이 9명(5%)로 나타났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신뢰도 및 요인분석

가설검증에 앞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타당성

을 측정하였다. 요인추출방법은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

여 아이겐값이 1 이상인 요인들로 직각회전방식인 vari-

max rotation을 사용하여 요인을 정제하였다. 또한, 신뢰

성 평가는 Cronbach's α 계수를 사용하여 각 항목의 내

적일관성을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정보적 특성의 유용성, 흥미성, 신뢰성 3요

인이 설명하는 설명력은 76.65%, 개인적 특성의 혁신성

과 인지욕구 2요인이 설명하는 설명력은 70.28%, 성과

변수인 정보재생산과 구전 수용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77.96%로 나타났다. 또한, Cronbach's α 계수값은 모두

0.7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2개의 측정문항을 가진 구전

수용은 상관관계가 0.80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

측정항목들은 신뢰할만한 수준에서 측정되었다고 판단

되었다.

2. 사용확산에 따른 인터넷 패션정보 사용 시장세

분화

1) 패션정보 사용확산 집단세분화

사용확산에 따른 세분집단 차이는 Shin and Venkatesh

(2004)가 제시한 모델의 사용확산 패턴을 패션커뮤니티

에 적용하여 패션정보에 대한 관심의 깊이와 정보사용

의 다양성을 기준으로 패션정보 사용자 집단을 각각 고

저의 사분위(상사분위)를 기준으로 4개 집단으로 분류하

였다. 이들을 각각 집중사용자, 전문사용자, 경험사용자,

제한사용자로 명명하였으며, 그 분류는 <Table 1>과 같다.

2) 가설검증

(1) 연구문제 1의 결과: 사용확산 세분집단의 결정요

인 검증

세분집단별 패션정보 확산의 결정요인을 밝히기 위해

서 다항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앞서 다음 <Eq.

4>과 같은 다항로짓모델을 구성하였다.

Ui= αi+ β1iχ1 + β2iχ2 + β3iχ3 + β4iχ4 + β5iχ5 + β6iχ6 +

β7iχ7 + β8iχ8 + β9iχ9 + β10iχ10 + εi ..... Eq. 4.

Ui= i 집단에서의 소비자 효용(Utility)

χ1 = 정보유용성 χ6 = 성별

χ2 = 정보흥미성 χ7 = 연령

χ3 = 정보신뢰성 χ8 = 네트워크 활동성

χ4 = 개인 인지욕구 χ9 = 네트워크 연결성

χ5 = 개인 혁신성 χ10 = 네트워크 지배력

위의 <Eq. 4>을 중심으로 사용자가 패션정보 사용확

산 세분집단에 각각 소속될 확률을 그 집단에 선택될

확률로 나타내면 다음 <Eq. 5>와 같다.

..... Eq. 5.

Pri= i 집단에 속할 확률

이때, 사용확산의 깊이와 다양성이 모두 낮은 제한 사

용자 집단을 통제집단(control category)으로 선택하여 분

석하였다. 사용확산 세분집단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다항로짓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Table 2>와 같다.

모델의 타당성 측면에서 로그우도값의 변화량을 살

펴보면, 기본 모델의 로그우도값(LL0)=414.331에서 로그

우도값(LL)=352.183으로 나타났으며, 모델의 χ2
=62.148

(p<.001)로 유의하게 나타나 모형의 적합도가 더 높아졌

Pri

exp Ui( )

1 Ui( )exp
i=1

n 1–

∑+

---------------------------------=

Table 1. Use-diffusion patterns

Use-diffusion Depth of Use Variety of Use Sample (n=167)

Intense Use High High 19 (11.4%)

Specialized Use High Low 25 (15.0%)

Experienced Use Low High 45 (26.9%)

Limited Use Low Low 78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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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할 수 있다(Lee & Lim, 2009). 또한, Nagelkerke R
2

은 반응변수의 변동 중 34% 정도를 로짓모형에서 설명

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본 연구의 설명모델이 적합하다

고 할 수 있다(Kim et al., 2009).

영향요인별 사용확산 세분집단을 설명하는 다항로짓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정보적 특성에서는 정보유용성

과 정보흥미성이 사용확산 집단을 예측하는데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고, 정보신뢰성은 유의하지 않았다. 정보

유용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집중사용자(β=.711, p<.01)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으며, 정보흥미성을 높게 지각

할수록 전문사용자(β=.642, p<.01) 집단에 속할 가능성

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즉, 정보적 특성은 세분사용자 집

단을 설명하는 유용한 변수로서 유용성과 흥미성이 높

다고 지각한 정보사용자가 그렇지 않은 사용자에 비해

패션정보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갖거나 다양한 정보를 접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정보신뢰성은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는

데, 이는 소비자 중심의 커뮤니티에서의 패션정보가 관

심있는 브랜드나 제품에 대한 소개와 공감으로 이루어

져 제품 구매유도보다는 유명디자이너나 브랜드의 제품

정보를 소개하고,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주를

이루고 있어 구성원들이 패션정보를 접하는 동기로 유

용성과 흥미성 요소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였기 때문으

로 보여진다.

개인적 특성에서는 인지욕구, 혁신성, 성별이 사용확

산 집단을 예측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연령은

유의하지 않았다. 개인적 특성에서 인지욕구는 전문사

용자(β=1.133, p<.01)와 경험사용자(β=.590, p<.01)에 속

할 가능성이 높았다. 혁신성은 집중사용자(β=.636, p<

.01)와 경험사용자(β=.504, p<.01) 집단에 속할 가능성

이 높았다. 또한, 남성보다 여성이 전문사용자(β=1.384,

p<.01)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즉, 인지욕구는 패

션정보 사용의 깊이와 다양성 측면에서 전문사용자와 경

험사용자와 같이 중간사용자들에게서 개인적 성향으로

나타났다. 또한, 혁신성은 집중사용자와 경험사용자 모

두 다양한 패션정보를 탐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다

양한 패션정보를 접하고자 하는 성향이라고 여겨진다.

그리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패션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

지고 정보를 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네트워크 특성에서는 연결성이 사용확산 집단

을 설명하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네트워크의

활동성과 지배력은 유의하지 않았다. 네트워크의 연결

성이 높을수록 집중사용자(β=−1.932, p<.01) 집단에 속

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집중사용자

Table 2. MNL of use-diffusion

Variables
Intense Specialized Experienced

β S.E β S.E β S.E

α −.346** 1.934 −3.607** 2.047 −.128* .008

Information

Usefulness .711** .324 .406** .270 .094* .187

Interest .393** .302 .462
†
* .264 .265* 1.419

Credibility .071** .318 .282** .287 −.335* 2.093

Individual

NFC .466** .381 1.133** .394 .590
†

6.044

Innovation .636
†
* .332 .134** .279 .504

†
4.954

Gender .298** .600 1.384** .585 .439* 1.097

Age −.014** .056 .002** .054 −.019* .210

Network

Activity −56.597** 106.415 −158.146** 163.208 −20.028* .053

Connectivity −1.932
†
* 1.076 .115** 1.051 −.648* .695

Power −.634** 12.332 7.606** 10.250 −9.861* 1.111

LL0 414.331**

−LL 352.183**

Model χ
2

062.148**

Pearson χ
2

505.704**

Pseudo-R
2a

000.339**

†
p<.1, *p<.05, **p<.01
a
Nargelkerke 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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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패션커뮤니티 네트워크 내에서 높은 연결구조로

많은 소비자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정보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정보적 특성과 개인적 특성, 네트워크 특성의 영

향요인들은 각 세분집단의 특성을 설명하는 결정요인으

로 차이가 나타났고, 가설 1-1은 지지되었다.

각 집단의 영향요인을 세분집단 특성을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우선 사용깊이와 다양성이 모두 높은 집중

사용자는 커뮤니티 내에서 제공된 패션정보에 대한 유

용성 지각이 높고, 혁신성향을 가지며, 네트워크의 연결

성이 높은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

용깊이가 높고 다양성이 낮은 전문사용자는 인지욕구

가 높고, 여성일수록, 제공된 패션정보를 흥미롭게 지각

하는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용깊

이가 낮고 다양성이 높은 경험사용자는 개인적 인지욕

구와 혁신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Wald 값에

의해 영향력의 크기 순으로 비교 정리하면 <Table 3>과

같다.

<Table 3>에서 본 바와 같이, 커뮤니티 내에서 가장 활

발한 정보사용성을 보이는 집중사용자의 경우 제공된

패션정보에 대한 유용성 지각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높은 혁신성향과 연결성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패션정보에 대한 사용성이 중간

집단인 전문사용자와 경험사용자는 모두 인지욕구가 가

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공통적인 특징을 보

였지만, 이중에서 패션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전문사용자들은 주로 여성으로 흥미로운 정보에 대한

영향이 높게 나타난 반면, 다양한 정보에 대한 탐색행동

을 하는 경험사용자들은 인지욕구 외에 혁신성향에 영

향요인으로 나타나 이들의 다양한 탐색행동이 개인적 성

향에 의한 특성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패션

기업들은 패션정보 사용 세분집단별 결정요인이 다르다

는 것을 인지하고, 인터넷 구전 마케팅 전략수립 시 자사

의 패션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세분집단

의 특성을 파악한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함을

의미한다. 인지욕구와 혁신성이 높은 소비자들을 중심으

로 다양한 패션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을 물론, 소비자들

의 활발한 정보활동과 높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흥미

로운 정보와 유익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여야 하며, 네

트워크의 연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꾸준히 네트워크 관

리가 필요함을 제시해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2) 연구문제 2의 결과: 사용확산 세분집단의 확산성

과 검증

연구문제 1의 패션정보 사용확산에 따른 세분집단별

확산성과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 세분

집단 간 정보재생산과 구전 수용에 있어서의 차이를 검

증하기 위해 ANOVA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후분석으

로 LSD(Least Significant Difference)를 통해 집단 간 차

이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패션정보 사용집단 간 정보재생산과 구전 수용에 대한

차이분석결과, 유의수준 α=.05에서 집단 간 통계적으로

각각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보재생산,

p<.001; 구전 수용, p<.001). 세분집단별 차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정보재생산의 경우 집중사용자(M=4.02), 경험

사용자(M=3.48), 제한사용자(M=3.09)의 집단 간 차이

가 있었다. 이때, 각 집단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패션커

뮤니티에서 패션정보에 대한 깊이와 다양성이 높은 집

단일수록 정보재생산 성과가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패

션정보 사용다양성보다는 깊이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구전 수용의 경우, 제한사용자(M=3.24)와 나머지

세 집단 간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정보재생

산 분석결과와 달리 집중사용자(M=3.92)와 전문사용

자(M=3.66), 경험사용자(M=3.57) 간의 유의한 차이는 나

Table 3. Factors that influence the use-diffusion of fashion information

 Intense Specialized Experienced

Factors (Wald)

Information - Usefulness (4.812)

Innovation (3.684)

Connectivity (3.221)

NFC (8.275)

Gender (5.592)

Information - Interest (3.053)

NFC (6.044)

Innovation (4.954)

Table 4. ANOVA for group difference in use-diffusion outcome

Intense Specialized Experienced Limited F

Re-production 4.0175
a

3.7067
ab

3.4815
b

3.0919
c

11.812**

Acceptance of e-WOM 3.9211
a

3.6600
ab

3.5667
a

3.2372
b

05.972**

**p<.001

LSD multiple range test: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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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패션정보에 대한 깊이와 다양성

의 고저에 관계없이 정보를 접하면서 쉽게 수용하는 경

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구전 수용성과

를 위한 마케팅 수립 시에는 정보를 확산시켜 대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접하게 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로 사용의 다양성과 깊이가 높을수록

정보재생산(가설 2-1)과 구전 수용(가설 2-2)의 확산성과

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이는 패션기업의

입장에서 인터넷 구전 마케팅 실행 시 패션커뮤니티 내

패션정보의 다양한 사용과 높은 관심을 이끌어 내는 것

이 성공적인 전략임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그러나, 확

산성과로써 정보재생산과 구전 수용은 집단에 따라 성

과차이가 다르다는 점을 유의하여 구전 마케팅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사용확산 모델을 적용하여 패션커뮤니티 내

의 소비자들을 패션정보 사용패턴에 의해 세분화하여

정보사용자의 특성 및 각 집단별 확산성과 차이가 있는

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사용확산 세분집단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다

항로짓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보적 특성의 정보유용성

과 흥미성 요인과 개인적 특성의 인지욕구, 혁신성, 성

별요인이, 네트워크 특성의 연결성 요인이 유의하게 나

타났다. 둘째, 패션정보의 다양성과 깊이가 모두 높아

사용성이 가장 높은 집단인 집중사용자는 정보의 유용

성에 의해, 다양성과 깊이 중 한 가지 요인에서만 높게

나타나 정보사용 패턴이 중간인 전문사용자와 경험사용

자는 모두 인지욕구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각 세분집단별 확산성과를 분석한 결과,

패션커뮤니티 내의 패션정보 사용패턴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사용의 다양성보다는 깊이에 의해 차

별적으로 높은 정보재생산과 구전 정보 수용성과를 보

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확산성과 중 구전

수용보다 정보재생산에서 집단별 차이가 분명하게 보여

인터넷에서의 구전 확산을 위한 집단 세분화가 중요함

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커뮤니티에서 효율적

인 패션정보 확산을 위해서는 정보사용의 깊이와 다양

성이라는 2가지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 소비자들의 정보

사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흥미롭거나 유익한 정보를 제

공하고, 인지욕구와 혁신성이 높은 소비자들의 적극적

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패션정보 확산을 위해서는 패션에 관심이 높은 여성들

을 중심으로 인터넷 구전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것도 바

람직한 방안이 될 것이다. 둘째, 인터넷 정보확산 성과

가 높은 집중사용자의 경우, 정보적 특성, 개인적 특성,

네트워크 특성에 모두 영향을 받고 있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균형잡힌 컨텐츠 개발

과 마케팅 촉진수단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중요할 것이

다. 특히, 이들은 네트워크의 연결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

어 다른 소비자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높음을 알 수 있었

다. 따라서, 집중사용자들의 규모를 키우는 전략과 동시

에 네트워크 연결성 향상을 통해 집중사용자와 연결된

주변 소비자들 간의 효과적인 정보전달이 될 수 있도록

마케팅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셋째, 정보사용 패턴

에 따른 세분집단별 확산성과의 차이가 나타났다. 정보

재생산의 경우, 각각의 사용집단별 차이가 구분되었으

며, 구전 수용의 경우, 제한집단과 정보사용 집단 간의 차

이가 분명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패션 구전 확산에 대한

마케팅 전략수립 시 정보재생산과 구전 수용에 관한 마

케팅 목표를 명확히 구분하여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

다. 또한, 전문사용자나 경험사용자와 같은 정보사용성

이 중간인 소비자들을 정보재생산 활동에 참여시키는

마케팅 방안을 고려하고, 중요 소비자들에 대한 선택과

집중 관리 전략을 도입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커뮤니케

이션 전략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패션커뮤니티 한 곳을 대상으로 연

구를 진행하였다는 것과 연구대상의 표본수가 적었다

는 한계점을 갖는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패션

네트워크 유형을 대상으로 연구를 확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패션정보의 사용확산의 깊이와 다양성에

의한 사전적 시장세분화 방법을 통해 패션정보 확산 연

구를 진행하였으나, 향후에는 인터넷 구전에 영향을 미

치는 중요한 패션정보 사용자들의 패션정보 사용 뿐 아

니라, 구매행태적 특성을 포함한 다양한 사용확산 특성

연구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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