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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influence of social distance and visual information on consumers' fashion style

preferences in terms of information characteristics and providers. Data were collected from 521 females in

their twenties and thirties who had experience using SNS. The empirical study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with other factors of exposure under control, the social distance of information characteristics and providers

showed a significant impact on fashion style preferences only when social distances were close. Second, the

impact of social distance varied depending on the consumer's characteristics. This proved that innovation

had significant negative influences, while conformity and informational sensitivity to others showed positive

influences on the effects of social distance in terms of information characteristics. Innovation and fashion

leadership also showed a negative influence on the social distance effect in terms of information providers.

Third, conformity, informational sensitivity to others, and fashion leadership, prove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acceptance of eWOM in fashion styles, but innovativeness and normative sensitivity to others

did not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eline data in SNS marketing strategies for

vitalizing information spread through eW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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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소셜 미디어의 일종인 SNS는 사회적 관계 확장의 기

능이 강조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전문가들이 전달 내

용과 전달 방식을 결정하던 전통적인 대중 매체들과는

달리 일반인들이 주도하는 매체라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SNS는 관계를 맺은 사람들끼리 제품이나 서비스

에 대한 정보를 자유롭게 생성하고 공유하면서 온라인

구전을 위한 이상적인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O'Donoh-

oe, 2008;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ocial Networking Ser-

vice, SNS]”, n.d.).

Lee et al.(2011)은 온라인 구전은 인터넷이라는 공간

에서 소비자들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상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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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주고받는 과정으로 구전정보의 확대 및 재생산되는

현상이 오프라인 구전보다 더 강력하게 작용한다고 하

였다. 대중들은 SNS를 통해 그들의 생각이나 가치, 관심

사를 텍스트 또는 이미지로서 손쉽게 타인들과 공유하

는데, 최근에는 텍스트보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이용한 이

미지 정보가 강한 파급효과를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시

각적 특성이 강한 SNS가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는 많은

글보다 하나의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큼을 보

여준다. 더욱이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이미지와 함께 간

편한 인터페이스가 SNS의 몰입을 가져옴에 따라 패션

업계에서도 시각적 특성이 강한 SNS를 새로운 마케팅

방안으로 활용하고 있다(D. S. Kim, 2016).

Ko et al.(2014)에 의하면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

로 명품 브랜드, 스포츠 브랜드, SPA 브랜드 등 다양한

패션 업계에서 SNS를 새로운 마케팅 공간으로서 인식

하고 마케팅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패션

기업이나 패션 브랜드에서 SNS를 통한 이미지 정보노

출은 정보전달력과 접근성에서 높은 효과를 가져 마케

팅의 방안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소셜

미디어 특성상 패션 정보의 제공 및 공유는 기업 뿐 아니

라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도 원활히 일어나고 있다. 최근

인스타그램(Instagram), 카카오스토리(KakaoStory), 핀터

레스트(Pinterset) 등과 같이 이미지를 중심으로 소통하

는 다양한 SNS 이용자들은 그들의 관심사를 해시태그

로서 표현하고 있다. 특히, 패션 관련해서는 개인의 패션

에 대한 관심과 취향이 해시태그(#)를 통한 다양한 이미

지나 사진 정보로 태그되어 SNS 상의 인적 네트워크를

타고 빠르고 쉽게 공유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SNS에서

의 시각적인 패션 정보는 소비자들에게 아주 자연스럽

게 노출되며, 이는 스타일 선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SNS 상에 제공되는 시각적 정보의 사회적 거리

가 패션 스타일 선호에 미치는 영향은 정보제공자가 누

구냐에 따라 그 영향력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이러한 영향력이 정보제공자와 정보수신자

의 사회적 거리, 즉, 얼마나 가깝고 친밀한 관계이냐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즉, 정보에 대한 개인의 구전

수용은 구전정보원과의 사회적 관계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거리의 효과는 정

보제공자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 정

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

다. 패션 스타일의 경우 시각적 영향이 매우 크게 작용

하기 때문에 SNS 상에서의 시각적 노출은 대중들의 패

션 스타일 선호와 패션 정보 확산에 영향을 미치게 된

다. SNS 상에서 패션과 관련된 시각적 정보는 패션 브

랜드나 전문 매체를 통한 시각적 이미지 뿐 아니라 일

반인의 착장 모습을 공유하는 경우로도 빈번히 나타나

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류학에서의 SNS에 대한 선행연

구는 소비자 태도 및 구매행동과의 연관성을 살펴본 연

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감성적 메시지로서 SNS에

서 제공되는 시각적 정보가 패션 스타일 선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지 정보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SNS에서 제공되는 시각적 정보의 사회적 거리가 패션

스타일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정보제공자에 따라서 뿐

아니라 메시지 원천인 시각적 정보특성에 따라서도 근

거리와 원거리로 구분하여 그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

다. 이와 함께 정보수신자로서 소비자 특성이 사회적 거

리 효과에 미치는 영향과 패션 스타일의 구전수용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II. 이론적 고찰

1. SNS와 패션 비즈니스

1) SNS 등장과 마케팅 환경의 변화

과거에는 광고를 보는 순간 마케팅이 시작하여 소비

자들이 매장을 방문해 제품을 확인하도록 하였지만, 지

금은 SNS(Social Network Service)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패션 정보에 대한 검색에서 마케팅이 시작된다. 이러한

SNS는 개인의 관심 및 활동을 사람들과 공유하여 구축

한 관계망을 나타내는 온라인 서비스 또는 플랫폼으로

정의되고 있다(“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ocial Network-

ing Service, SNS]”, n.d.). Boyd and Ellison(2007)은 SNS

란 온라인상에서의 인간관계를 구축하여 유지하는 인

적 네트워크라고 하였으며, SNS가 각각의 다른 개인들

이 특정한 시스템 내에서 자신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여

구축하고 그들이 연계를 맺고 있는 다른 이용자들의 리

스트를 제시해 준다고 하였다. Baker and Oswald(2010)

도 SNS에서는 유사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생

각 및 취향을 공유하며 소통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SNS

의 정의와 기능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웹

사이트라는 온라인 공간, 대인관계의 형성 및 유지, 관

계망의 구조, 관계망의 파도와 정보의 교류 등이다(Lee,

2013).

SNS의 등장은 새로운 관계뿐만 아니라 라이프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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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를 동반하였다. SNS를 기반으로 한 텍스트와 이

미지의 직접적인 공유는 현대인들의 생활이 되었으며, 특

히 패션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현대인들은 시각적 패션

정보 공유를 통해 SNS에서 활발한 소통을 하고 있다.

더구나 SNS라는 공간은 의도적인 자기 노출로서 자기의

이미지 형성을 위한 개인적인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SNS의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유명인 SNS를 중심으로 국가의 경계를 초월한 사회적

네트워크도 형성되고 있다(Chon, 2012). 이로 인해 일반

대중들은 유명인 SNS 접촉을 통해 사회적인 심리적 연

결감을 느끼기도 하며, SNS 상에서 유명인과의 직접적

인 소통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을 경험하고 있다(Seok

& Cho 2016). 이와 같이 SNS는 단순한 정보의 생성 및

공유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집단동조와 같은 사회심리적 작용을 일으키기도 한다.

Oh and Kim(2014)은 SNS의 주요 특성으로 상호작용성,

접근편의성, 정보제공성, 신뢰성, 최신성, 유희성이 있다

고 하였다.

한편, 초기의 SNS는 사용자들의 가치, 관심사를 공유

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온라인 집단에서 시작되

었으나, 점점 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최근의 SNS

는 모바일 기반과 웹 기반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분

류된다(Jin, 2011). 모바일 기반의 SNS로 발전하면서 이

동성과 즉시성이 강조되었으며, 디지털 사회로 변화하면

서 무수히 많이 창출된 이미지들은 대중들의 SNS 이용

행동에도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SNS

에서 시각적 이미지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해지고

있다(Yun, 2017). D. S. Kim(2016)도 최근 SNS의 추세는

기존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부터 이미지 속성을 강

조한 것으로, 기존의 이미지와 텍스트의 결합된 정보전

달 형태가 이미지 정보의 극대화와 텍스트 양의 최소화

로 변화되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제 이미지가

SNS의 언어적 요소로서 메시지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으

며(Lee & Chun, 2015), 시각적 이미지 정보는 텍스트에

의한 정보의 전달보다 훨씬 빠른 시간에 많은 양을 전달

하고 있다.

2) 패션 SNS와 스타일 전파

인터넷 정보는 효율적인 네트워크 구조로 시간과 노

력의 적은 투자로 전달 속도와 확산범위에 높은 효과를

수반하기 때문에 패션 분야의 SNS 활용과 매우 높은 연

관성을 가지고 있다(Song & Hwang, 2013). 또한 스마

트폰의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SNS가 우리 일상의 한 부

분이 됨에 따라, SNS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패션 정

보나 패션 스타일에 대한 공유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

었다. SNS에 노출되는 스타일은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

적 집단동조의 대상이 되어 패션 선호와 패션 트렌드를

형성한다. 패션 SNS에 노출되는 패션 스타일은 유행성

이 높은 스타일로 노출됨과 동시에 최신 트렌드에 관심

이 많은 소비자들을 자연스럽게 끌어 모을 수 있다. 또한

SNS는 사회적 확산기능을 가지고 있기에 자연스럽게

SNS의 패션 스타일이 대중들에게 전파된다. 즉, 패션

SNS에 노출되는 시각적 이미지는 집단적 확산특성을 가

지는 패션 제품의 특성과 맞물려 정보전달력과 접근성

에서 높은 효과를 가지게 됨에 따라 다양한 패션 스타일

로 재생산되어 빠르게 유행스타일을 확산시키게 된다.

이와 관련한 Park et al.(2012)의 연구에서는 패션 SNS

가 모바일 환경에서 최신 유행하고 있는 패션 제품에 대

한 정보의 즉각적인 제공을 가능하게 하며,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가 높을 것이라고 하였다. Park(2016)은

패션 SNS는 특정한 기술이나 전문성을 필요로 하지 않

고, 사진 한 장으로 패션 정보나 개인의 선호하는 패션

스타일을 간단하고 빠른 방법으로 손쉽게 타인들과 공

유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패션 SNS는 시각적 요소

의 감성적인 콘텐츠로 공유된다고 하였다. Lee and Cho

(2014)는 패션 브랜드 SNS의 특성으로 패션 정보에 대

한 흥미를 느끼는 유희성, 패션 정보의 생성과 공유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성,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능력인 정

보제공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모바일을 이용한 패션 브

랜드 SNS의 특성으로 Lee and Rhee(2014)는 패션 자료

저장의 용이성, 브랜드 최신 정보를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는 패션 최신성,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용이

한 특성으로 패션 유용성과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

고 접근 가능한 패션 접근성을 도출하였다.

2. 사회적 거리와 대인영향

사회적 거리란 한 개인이 특정 대상에 대해 갖는 친밀

감 및 유사성에 대한 주관적 견해로(Liviatan et al., 2008),

연령, 성별 등을 포함한 개별적 특성의 유사성을 통해 사

회적 친밀감을 형성시킨다(Tesser & Paulhus, 1983). Tro-

pe and Liberman(2003)은 개인만의 준거점을 가지고 있

는 주관적인 심리적 거리를 구성하는 요소로 사회적 거

리를 사람들이 특정한 대상에 대해 자기 자신을 기준으

로 하여 대상이 되는 상대가 자신과 얼마나 다른지를 느

끼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Yu et al.(2013)은 같은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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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 채널이라도 정보원의 유형에 따라 대상에 보이는

반응과 태도는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면서, 이를 사회적

거리의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Kim(2008)은 사회적

거리를 개인의 내면에 존재하는 것으로 자아가 느끼는

주관적 거리로 심리적 거리의 한 종류라고 하였다.

사회적 거리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선행연구들

에서는 사회적 거리감이 가까울수록 태도 및 행동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타인과의 유사성을 많이 느낄수

록 타인과 가깝게 느낀다고 하였다. 타인의 에세이 평가

에 대한 연구에서 Liviatan et al.(2008)은 사람들은 사회

적 거리에 따라, 작성자와 자신과의 사회적 거리가 가깝

다고 생각될 때가 멀다고 인지할 때보다 긍정적인 평가

를 내린다고 하였다. 이는 사회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본

질적인 속성에 초점을 맞추어 엄밀히 평가하는 대신 자

신과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대인영향을 받아 평가하기 때

문으로 설명된다. Zhao and Xie(2011)는 시간과 사회적

거리를 기준으로 추천 정보에 대한 평가를 연구하였는

데, 가까운 미래에서는 사회적 거리가 가까운 사람으로

부터의 추천 정보가 더 높은 설득력을 가진다고 하였다.

관계적 친밀감인 사회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태도와 행

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은 소셜

미디어상의 마케팅 효과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 Kim et

al.(2012)은 소셜 미디어를 더 친근하게 느끼는 사람일수

록, 즉 소셜 미디어에 대한 사회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공

공캠페인에 대한 참여의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사회적 거리가 페이스북의 뉴스 콘텐츠를 선택하는데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페이스북 내에서의 유대감, 인

종, 경제력 등을 통해 비교 분석한 Messing and Westw-

ood(2014)의 연구결과에서는 사회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해당 뉴스 콘텐츠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사회적 거리의 근접성이 SNS에 제시되는 정보

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결과들은

SNS 상의 사회적 거리가 SNS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상

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3. SNS 상에서의 사회적 거리유형

1) 시각적 정보특성과 사회적 거리

시각적 정보인 이미지 효과에 관한 연구는 광고 분야

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광고 메시지와 소비자 태

도변화에 관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광고 모델의 특성

이 광고 또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 태도에 영향을 미친

다. 패션 SNS에 노출된 시각적 정보는 광고 처리과정에

서 정보원천인 광고 모델의 영향을 받는 것과 유사한 효

과를 나타낸다. 한편, D. S. Kim(2016)은 온라인상에서

의 구전정보는 특히나 정보제공자의 특성 파악이 어려

워 구전정보 자체로 전달되는 메시지 특성인 정보의 내

용적 특성이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Chae et al.(2002)은

정보의 품질이 모바일 인터넷상에서 중요한 요소로 사

람들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Lee

and Lee(2005)는 구전정보의 특성이 정보신뢰에 바탕이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소비자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원천특성

들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보원천의 신뢰성과 매력도

이다. 매력성의 구성요소에는 모델의 유사성, 친밀성, 호

감이 포함된다(Baker & Churchill, 1977). Kim(2008)은 광

고 모델이 일반인 모델일 경우 유사성이 가장 핵심적 요

소로 소비자가 광고 모델과의 공통점을 발견할 경우 매

력도의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았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에게 더 큰 매력을 느끼며,

이는 커뮤니케이션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Festi-

nger(1954)는 사회비교이론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과 유

사한 상황 속의 사람들을 비교하여 자신을 평가한다는

‘유사비교이론’을 제시하였다. 자신에 대한 객관적 판단

기준이 없을 경우, 평가 기준 대상을 자신과 가장 유사한

타인으로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Schachter(1959)에

의해서도 지지되었으며, Helgeson and Taylor(1993)는 사

람들은 이러한 유사비교를 통해 위안감과 타인과의 사회

적 유대감을 얻는다고 하였다.

다양한 패션 기업들은 이미지 콘텐츠를 기반으로 변화

한 SNS를 통해 소비자와 소통한다. 소비자들은 해시태

그 검색 등을 통해 시각적 이미지 정보를 이용하여 보다

손쉽게 다른 소비자들과 감성 및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증적 연구의 자극물로 제

시하는 패션 스타일 이미지 자극물을 일반인 사진과 유

명인 사진으로 구분하여, 일반인 사진의 시각적 노출이

유명인 사진의 시각적 노출에 비해 보다 사회적 거리가

가까우므로 정보이용자에게 더 큰 영향력을 가질 것으

로 예측하였다.

2) 정보제공자와 사회적 거리

SNS가 발달함에 따라 SNS의 이용자들은 연결성을 가

지고 점차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전달 내용

과 전달 방식을 결정하던 전통적인 대중 매체들과는 달

리 SNS가 일반인들도 다양한 주제에 대한 자신들의 의

견을 SNS 상에 게재하기도 하고, 자신이 의미 있다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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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정보를 리트윗 등의 방식으로 주변인들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별다른 물리적 제약이 없는 온라인 환

경 속에서 SNS 이용자들은 그들의 선호 방식대로 다른

이용자들과의 연결성을 통해 네트워크를 계속 확장해 나

가고 있는 것이다.

정보제공자와 정보수신자의 사회적 거리관점에서 동

질성을 바탕으로 형성된 사회적 연결망은 이용자들이 일

체감을 느끼도록 하며 집단에 동조할 가능성을 높이는

데 영향을 준다(Chon, 2012). 동질성이란 연령, 성별, 지

위 등과 같은 개인적인 속성이 비슷함을 의미하는데, 동

질성의 공유는 타인들과 공동으로 경험하고 느끼는 감

정 및 태도를 의미한다. Duhan et al.(1997)은 대중들은

낯선 사람보다 자신의 주위 사람으로부터 더 큰 구전영

향을 받아 구전정보의 수용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

러한 동질성은 SNS 상에서의 구전효과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며, Park and Lee(2014)는 SNS 상의 온라인

구전의 정보처리과정에 관한 연구에서 발신자의 특성으

로 가까운 친구나 지인, 가족을 통해 이루어진 온라인 구

전은 구전정보의 신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SNS

수신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인식할 수 있다고 하

였다.

물론 구전정보는 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에 중요한 역

할을 하는데, 구전효과에 있어서 정보발신자와의 유대

강도와 동질성 뿐 아니라 전문성 모두 중요한 영향을 미

친다.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개인적인 패션

스타일 선호도에 관한 것으로 전문성보다는 유대강도와

동질성이 보다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패션 SNS 상의 사회적 거리를 정보

제공자를 기준으로 하여 친구나 지인의 SNS와 패션 블

로거, 패션 브랜드 등을 포함한 패션 전문가의 SNS로 구

분하여 살펴볼 것이며, 친구나 지인의 SNS가 패션 전문

가의 SNS에 비해 보다 큰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예측하

였다.

4. 소비자 특성과 사회적 거리효과 및 온라인 구전

수용

SNS에서의 대인관계는 오프라인상의 사회적 관계 개

념을 온라인 공간으로 가져온 것을 의미하며 SNS를 통

한 정보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사

람을 통해 얻은 신뢰성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구전으로

써 가치가 높다. 대인영향은 효과적인 메시지 활용을 통

하여 타인의 믿음, 태도 또는 행동을 변화시키는 과정

으로, SNS를 통한 대인영향은 온라인 구전(eWOM)에

의해 이루어지며 SNS를 통한 온라인 구전은 온라인을

통해서 형성된 관계를 기반으로 정보수용자들의 적극적

인 참여와 연대를 촉진시킨다(Lee & Lee, 2013). SNS를

통해 이루어지는 온라인 구전은 과거 오프라인상에서

일어나는 구전에 비해 개인을 보다 쉽고 빠르게 표현해

주며 언제, 어디서나 접속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의 편의성

을 가져왔다(Lee et al., 2013).

이러한 온라인 구전효과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달라

질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온라인 구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구전메시지 특성과 구전메시지의 발신자 특성

과 함께 발신자와 수신자의 관계 요인 및 수신자 특성을

들고 있다. Lee and Lee(2013)는 SNS 이용자들의 온라

인 구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혁

신성과 규범적 영향과 같은 소비자 특성의 중요성을 밝

혔다. Yi and Park(2015)은 SNS를 통한 구전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수신자와 발신자의 유대관계와 동질성이 구

전정보의 신뢰성을 매개로하여 구전효과에 영향을 준

다고 하였다. SNS에서 소통되는 패션 정보는 온라인 구

전활동의 대상이 되며 소비자들의 스타일 선호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SNS를 통한 대인영

향의 선행요인으로 혁신성, 대인민감성과 함께 패션 스

타일 확산과 관련성이 높은 동조성과 유행선도력 등의

소비자 특성을 함께 고려하였다. 또한 대인영향이 수신

자와 발신자의 유대관계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

하여 사회적 거리효과와 온라인 구전수용에 있어서 소

비자 특성의 영향에 주목하였다.

개인의 성격특성으로서 혁신성은 개인의 혁신적 생

각, 행동, 사물의 수용능력을 모두 포함한다. Hirschman

(1980)은 내재적 혁신성을 개인 고유의 특성으로, 새로

운 대상을 추구하며 궁극적으로 혁신적인 행동을 가능

하게 하는 소비자 개인의 고유한 특성이라 하였다. 이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나, 혁신과 비혁신으로 양분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연속적 개념의 소비자

특성으로 보았다. 내재적 혁신성에는 진기함 추구, 위험

감수성향, 다양성 추구, 자극추구의 4가지 추구성향을

포함시킨 개념으로, 분야와 대상과는 상관없는 새로움

에 대한 수용능력이라 하였다(Jun & Rhee, 2008). Lee

and Lee(2013)는 혁신적 성향의 사람일수록 구전행동에

더 적극적이고, 집단의 규범이나 의사에 동조하는 경향

이 높을수록 구전의향이 크다고 하였다. 혁신성이 높은

사람은 새로운 자극에 개방적이며, 다른 사람의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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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견 없이도 능동적으로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을 수

용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SNS 이용 뿐 아니라 SNS 상

에서의 정보탐색에 적극적인 수용과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에 대한 노출은 무의식적

으로 동조성을 유발하기도 한다. 동조성이란 개인의 신

념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 그들과 유사

하게 변화하는 것이며, 의복동조는 다른 소비자들의 영

향으로 그들과 유사한 의복을 착용하는 것이다(Rhee,

1997). SNS 이용자들은 SNS에 노출되는 스타일 이미지

에서 긍정적인 감정을 느꼈을 경우, 노출된 스타일과 자

기 자신을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

로 사람들은 유사한 상황 속의 타인을 자신의 준거집단

으로 삼으려고 한다. 따라서 사회적 거리에 따른 시각적

정보특성(일반인과 유명인의 사진 노출) 구분에 있어, 원

거리인 유명인보다 근거리인 일반인의 사진 노출이 SNS

이용자들에게 더욱 강한 동조성을 일으키며 스타일의

선호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Bearden et al.(1989)에 의하면 대인적 영향은 자신이

속한 문화의 영향력으로 규범적 영향과 정보적 영향으

로 구분된다. 규범적 영향은 타자에 의한 기대에 동조하

도록 하는 사회적 영향을 말하며, 정보적 영향은 타자로

부터의 정보를 참고하여 현실을 인식하도록 하는 사회

적 영향을 말한다. Chu and Kim(2011)은 온라인 구전효

과의 요인 중 하나로 대인적 영향을 제시했다. 대인민감

성으로 SNS에서의 사회적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

였으며 규범적 대인민감성과 정보적 대인민감성이 온

라인 구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에 비해 Lee and Lee(2013)는 규범적 대인민감성과 정보

적 대인민감성이 온라인 구전행동을 유도하는 요소로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규범적 대인민감성만이 온라

인 구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을 확인하였

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인민감성의 두 가지 차원

을 모두 포함시켜 규범적 대인민감성과 정보적 대인민

감성이 패션 스타일 구전수용과 사회적 거리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유행선도력은 새로운 제품이 대중들에게 인정받고 수

용되는데 기여하도록 영향 미치는 비공식적인 힘으로,

유행혁신성과 의견선도력으로 구분된다(Rogers, 2003).

유행선도적인 특성을 강하게 지닌 유행선도자는 일반적

인 사람들보다 패션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 대중들보다 시기적으로 먼저 새로운 제품을 거부

감 없이 구매하며, 이 후에 구매하는 일반 대중들에게 영

향을 미친다(Kaiser, 1997). 유행혁신자들은 유행에 관심

이 높은 사람들로서, 일반 대중들보다 먼저 새로운 제품

을 채택 후 일반 대중들이 새로운 제품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도록 정보제공을 하며 시각적 영향력을

행사한다(Kim & Rhee, 2001). 즉, 유행혁신자들이 비혁

신자들보다 구전효과와 시각적 영향력이 훨씬 높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Park et al.(2012)에 의하면 정보적합성과

유행혁신성은 패션 SNS의 구전의도에 영향 미친다고

하였다. 즉, 패션 SNS에서의 패션 정보가 자기 자신에게

유용한 가치가 있는 정보라면 패션 SNS를 이용하여 주

변인에게 패션 정보를 전파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다. Oh

and Kim(2014)도 패션 SNS의 이용자들은 정보콘텐츠에

만족한다면 자발적으로 이를 공유함으로써 주변에 전파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각적 정보에 의한 유행

선도력을 보고자 하였기 때문에 유행혁신성과 의견선도

력을 구분하지 않았으며, 일반적인 소비자 특성인 혁신

성과 구별하여 패션 관련 유행선도력이 패션 스타일 구

전수용과 사회적 거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

하고자 하였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 언급되는 패션 SNS는 패션을 기반으로 하

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SNS의 공간에서 패션 분야

의 업체들 뿐 아니라 SNS를 이용하는 일반 대중들이 다

루는 모든 패션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로 정

의할 수 있다. 실제로 수많은 패션 기업과 브랜드, 그리

고 개인이 패션 SNS를 통해 시각적 이미지로 다양한 스

타일을 패션 정보로 제시하고 이를 확산시키고 있다. 이

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SNS에서 소통되는 시각적 정보

특성에 따른 사회적 거리와 SNS 정보제공자에 따른 사

회적 거리를 근거리와 원거리로 구분하여 사회적 거리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실증적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와 연구모형

<Fig. 1>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SNS 상 패션 정보의 사회적 거리(근거리

vs원거리)가 패션 스타일 선호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1-1. SNS 시각적 정보특성에 따라 일반인 사

진 노출과 유명인 사진 노출이 패션 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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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다.

1-2. SNS 정보제공자가 친구나 지인의 경우

와 전문가의 경우 패션 스타일 선호에 미

치는 영향을 비교한다.

연구문제 2. 소비자 특성이 SNS에서의 사회적 거리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연구문제 3. 소비자 특성이 SNS에서의 패션 스타일

구전수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본다.

2.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목적은 SNS에서 제공되는 시각적 정보의

사회적 거리가 패션 스타일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한 것이다. 또한 소비자 특성이 사회적 거리효과

와 패션 스타일 구전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

이다.

실증적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은 SNS 사용경험이 높

은 20~30대 여성으로 한정하여 연령대별 할당표집에 의

해 2017년 5월 온라인상에서 진행되었다. 설문에 사용

된 사진 자극물도 응답자의 연령대에 맞추어 패션 SNS

에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패션 스타일로 선별하였으며 전

문가의 확인을 거쳐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불성실한 응

답을 제외한 521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자료분

석은 SPSS 21.0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

분석, 요인분석, 신뢰도 검사, 대응표본 t검정, 상관관계,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척도구성

설문문항은 사회적 거리에 따른 스타일 정보노출 정

도, 스타일에 대한 선호, 소비자 특성, 사회적 거리효과,

스타일 구전수용으로 구성하였으며 이에 대해 5점 리커

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사회적 거리는 시각적 정보특성을 기준으로 일반인 사

진에 대한 노출을 근거리로 유명인 사진에 대한 노출을

원거리로 구분하였으며, 정보제공자를 기준으로 친구나

지인의 경우는 근거리, 패션 블로거나 패션 브랜드 등을

포함한 전문가의 경우는 원거리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스타일 선호는 Jun and Rhee(2009)의 스타일 혁신속

성의 측정척도를 참고하여, 스타일의 매력성과 같은 상

대적 이점과 사회적 적합성에 관한 문항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사회적 노출

도가 다른 세 가지 스타일의 사진 자극물을 제시하고 제

시된 스타일에 대한 선호를 물었다. 자극물로 사용된 세

가지 스타일은 조사시점 일반인들이 일상에서도 많이

착용하고 SNS 상 이미지 노출도 빈번했던 오프숄더 스

타일을 스타일 a로, 일부 일반인들과 유명인의 착용 사

진을 SNS 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일반 대중들이

실제로 착용한 모습은 흔하지 않은 디스트로이드 진을

스타일 b로, SNS를 비롯한 매체에서 자주 보이지는 않

지만 패션 아이템으로 인식되어 있는 망사모자 스타일

을 스타일 c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모형의 일반화를 위

해 다양한 가시성을 가진 스타일 사진을 자극물로 제시

하였고, 각각의 자극물로 제시한 스타일의 사회적 노출

도와 선호도가 의도했던 차이를 보이는지는 대응표본 t

검정을 통해 검증하였다.

사회적 거리효과는 시각적 정보에 의한 패션 스타일

선호에의 영향으로 시각적 정보특성의 근거리와 원거리

의 영향력의 차이와 정보제공자의 근거리와 원거리의

영향력의 차이로 측정하였으며, 패션 스타일 온라인 구

전수용에 관한 문항은 Park and Lee(2014)의 연구에서

Fig. 1. Conceptual model for empirical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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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전수용의 척도로 사용된 문항을 참조하여 패션 스타

일 정보에 대한 내용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SNS를 통한 대인 영향의 선행요인으로 고려한 소비

자 특성인 혁신성, 동조성, 규범적 대인민감성, 정보적

대인민감성, 유행혁신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Jun

and Rhee(2008), Lee and Lee(2013), Park et al.(1996)의

연구에서 척도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도

록 수정하였다. 이밖에 응답자 성향을 알아보기 위해 인

구통계학적 특성과 SNS 이용행동에 관한 문항을 포함

시켰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응답자 특성

응답자들의 최종 학력은 대학 졸업이 65.1%로 가장

높았고, 직업분포는 직장인 46.1%, 학생 21.1%, 주부

11.5%의 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계소득은 2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이 33.0%로 가장 높고, 400만 원 이

상~600만 원 미만이 23.4%, 200만 원 미만도 21.3%였

으며, 600만 원 이상도 22.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의

복비 지출은 20만 원 미만이 53.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20만 원 이상~40만 원 미만이 31.3%, 40만 원

이상~60만 원 미만이 10.4%, 60만 원 이상 지출도 5.2%

의 분포를 보였다. 직장인의 분포가 높지만 연령대를 고

려할 때 아직 개인소득이 높지 않아 경제적으로 안정되

지 않았지만 독립적인 소득을 가지고 지출을 하는 소비

집단임을 알 수 있었다.

응답자들의 SNS 이용행태를 보면 SNS 접속빈도는 하

루에 3회 이상이 53.7%이며, 하루 소요시간은 1시간 미

만이 42.6%,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32.1%이었다. SNS

주이용 목적은 재미, 즐거움(84.3%)과 동시에 정보획득

(71.4%)과 정보공유(60.5%)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하지만 SNS 접속수준에 비해 패션 정보 포

스팅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5점 척도 Mean

=2.17). 다음 <Table 1>은 응답자의 SNS 이용행동에 대

한 빈도분석 결과이다.

2. 사회적 거리가 패션 스타일 선호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를 패션 스타일 선호로 하여 SNS에 노출된

시각적 정보특성의 사회적 거리에 따라 근거리(일반인

사진), 원거리(유명인 사진)로 나누어 계산한 변수를 독

립변수로 하고 SNS를 제외한 기타 매체에 노출된 정도

를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2). 분석결과 설명력(R
2
)은 .10로 나타났으며 F값

Table 1. SNS usage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Item Category N % Item Category N %

Type

of SNS usage

Instagram 356 68.3

Daily

usage time

Less than 1 hour 222 42.6

KakaoStory 235 45.1 1-2 hours 167 32.1

Facebook 408 78.3 2-3 hours 80 15.4

Pinterset 15 02.9 3-4 hours 33 06.3

Others 17 03.3 4-5 hours 6 01.2

Purpose

of use

Acquisition of information 372 71.4 More than 5 hours 13 02.5

Sharing information 315 60.5

Posting level

of fashion

information

Never posting 172 33.0

Fun and amusement 439 84.3  Rarely posting 171 32.8

Formation of a human network 211 40.5 Possibly posting 107 20.5

Others 3 00.6 Sometimes posting 59 11.3

Frequency

of SNS access

More than 3 times a day 280 53.7 Frequently posting 12 02.3

1-2 times a day 145 27.8

Number

of friends

Less than 100 323 62.0

Once every 2-3 days 67 12.9 100-400 156 29.9

1 time a week 19 03.6 400-800 27 05.2

1-2 times a month 8 01.5 800-1,000 6 01.2

Less than once a month 2 00.4 More than 1,000 9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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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1.17(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

다. SNS에서 제공되는 시각적 정보의 사회적 거리가 패

션 스타일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정보특성의 사회적 거

리에 따라 회귀계수 값을 살펴보면 근거리인 일반인의

스타일 사진 노출은 패션 스타일 선호에 유의한 영향

(β=.26, t=4.33, p<.001)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

면, 원거리인 유명인의 스타일 사진은 유의한 영향이 나

타나지 않았다. 즉, 근거리인 일반인의 스타일 사진이

원거리인 유명인의 스타일 사진보다 패션 스타일 선호

도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SNS 상에서의 정보제공자를 사회적 거리

에 따라 근거리(친구나 지인)와 원거리(전문가)로 나누

어 패션 스타일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3). 패션 스타일 선호

를 종속변수로 두고 독립변수를 정보제공자의 사회적

거리로 보아 근거리(친구나 지인)와 원거리(전문가)를

투입하고, SNS를 제외한 기타 매체에 노출된 정도를 통

제변수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설명력(R
2
)은 .10로 나타났으며 F값은 20.66(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SNS 상에서의

정보제공자의 사회적 거리효과는 근거리인 친구나 지

인의 SNS는 패션 스타일 선호도에 유의한 영향(β=.25,

t=4.08, p<.001)을 나타낸 반면, 원거리인 패션 블로거, 패

션 브랜드 등의 전문가 SNS는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즉, 근거리인 친구나 지인의 SNS가 원거리인 패션 블로

거, 패션 브랜드 등의 전문가 SNS보다 패션 스타일 선호

도에 높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증적 분석을 통해 사회적 거리에 따른 효과는 기타

매체에서의 노출을 통제한 상태에서 사회적 거리가 근거

리인 경우에만 패션 스타일 선호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즉, 사회적 거리효과가 SNS와 같은 온

라인 환경에서도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관되게 적용되었

다. 특히, SNS에서 시각적 정보로 제공되는 패션 정보에

대한 사회적 거리는 시각적 이미지의 정보원천특성 뿐

아니라 정보제공자와의 심리적 거리에 의해서도 결정

되며, 스타일의 선호와 같은 소비자 태도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3. 소비자 특성이 사회적 거리효과와 구전수용에

미치는 영향

1) 소비자 특성에 대한 요인분석

소비자 특성에 관한 23문항에 대한 하위 차원을 알아

보기 위하여, 주성분분석과 베리맥스 회전법에 의한 요

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요

인분석에 앞서 Kaiser-Meyer-Olkin(KMO)의 표본적절성

측정치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통계치를 산출한 결과

KMO의 값이 .91으로 1에 가깝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통계치가 6434.62(p<.001)로 상관행렬이 요인분석을 하

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문항의 내

용 검토 후 제거되는 문항은 없었으며, 요인수는 고유치

가 1.00보다 작지만 스크리테스트를 통해 총 5개의 요인

으로 결정하였다.

요인1(고유치 7.77, 설명변량 33.80%)은 새로운 것에

대한 시도와 이용에 관한 문항으로 ‘혁신성’으로 명명하

였으며, 요인2(고유치 3.72, 설명변량 16.16%)는 다른 사

람들에 대한 생각과 행동에 관한 문항으로 ‘동조성’으

로 명명하였다. 요인3(고유치 1.62, 설명변량 7.03%)은

Table 2. The influence of social distance on style preference by information characteristic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β t R
2

F

Fashion style

preferences

Ordinary people's image on SNS (socially close) .26 4.33***

.10 21.17***Celebrities' image on SNS (socially distant) .05 0.76***

Other media besides SNS .05 0.89***

***p<.001

Table 3. The influence of social distance on style preference by information provider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β t R
2

F

Fashion style

preferences

Friends or acquaintances' SNS (socially close) .25 4.08***

.10 20.66***SNS by experts (socially distant) .05 0.82***

Other media besides SNS .06 1.06***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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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과의 동일한 스타일의 구매에 관한 문항으로 ‘규

범적 대인민감성’으로 명명하였으며, 요인4(고유치 1.32,

설명변량 5.75%)는 패션 스타일 정보에 관한 문항으로

‘정보적 대인민감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5(고유치 .89,

설명변량 3.86%)는 패션에 대한 욕구와 개성 및 영향력

에 관한 문항으로 ‘유행선도력’으로 명명하였다. 이들 5

요인의 총 설명분산은 66.61%로 나타났으며, 신뢰도 측

정결과 크론바하 알파 값이 요인1은 .93, 요인2는 .78, 요

인3은 .81, 요인4는 .81, 요인5는 .63으로서 유행선도력을

제외한 혁신성, 동조성, 규범적 대인민감성, 정보적 대인

민감성의 신뢰도 계수는 모두 .70 이상으로 높은 신뢰도

를 나타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2) 소비자 특성이 사회적 거리효과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거리효과는 정보특성과 정보제공자에 따라 영

향을 받으며, 사회적 거리의 영향이 큰 근거리에서 영향

력이 적은 원거리로부터 받는 영향을 뺀 값으로 설정하

였다. SNS 상에 노출되는 시각적 정보의 정보수신자로

Table 4.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consumer characteristics

Factor

name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umulative

variance %)

Cronbach's α

Innovation

Among acquaintances I try new things first. .86

7.77
33.80

(33.80)
.93

I tend to challenge new things relatively often. .84

I accept new ideas and knowledge before others. .84

I always try to use new services first. .83

I tend to try new ideas and methods first. .83

I buy new style of clothes before others. .70

I understand fashion trends and want to try them for the very first time. .69

I like people to ask me about the latest style. .61

I feel a desire to buy something unique or new. .58

I always buy at least one of the most recent fashions. .53

Conformity

I want to know what others think about me. .78

3.72
16.16

(49.96)
.78

I try to get clues from how others behave when I'm uncertain about

how to behave in a particular situation.
.75

I am sensitive to what others think of me. .73

I tend to follow the opinions of others even if I have different opin-

ions.
.65

If there is a style that others expect me to buy, I will buy it. .54

Normative

sensitivity

I often try to identify with others by purchasing the same style that

they have purchased.
.83

1.62
07.03

(56.99)
.81

I can feel a sense of belonging by buying the same style that others

have bought.
.77

If I have a person I want to resemble, I want to buy the same style

that that person purchases.
.69

Informational

sensitivity

I often consult with other people to choose the best style. .84

1.32
05.75

(62.74)
.81

If I do not have experience with a style, I ask my friends about it. .83

I get information about style from friends and family before purcha-

sing a fashion product.
.75

 Fashion

leadership

I think that clothes are an important means of expressing my person-

ality.
.73

.89
03.86

(66.61)
.63

I want to be a person who influences fashion.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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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소비자 특성이 사회적 거리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혁신성, 동조성, 규범적 대인민감

성, 정보적 대인민감성, 유행선도력을 독립변수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소비자 특성이 정보특성에 의한 사회적 거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 설명력(R
2
)은 .02로 나타

났으며 F값은 2.68(p>.0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

로 나타났다. <Table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혁신성은 사

회적 거리효과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β=−.10, t=−2.23, p<.05), 동조성의 β값은 .09(t

=1.99, p<.05)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정보적 대인민감성

의 β값은 .09(t=2.02, p<.05)로 사회적 거리효과에 정적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혁신성이 높을수록

원거리인 유명인보다 근거리인 일반인의 패션 스타일

로부터 영향을 받는 정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

며, 동조성과 정보적 대인민감성이 높을수록 원거리인

유명인보다 근거리인 일반인의 패션 스타일로부터 영향

을 받는 정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소비자 특성이 정보제공자에 의한 사회적 거

리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설명력(R
2
)은 .02으

로 나타났으며 F값은 3.53(p<.0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Table 6>과 같이 혁신성과 유행

선도력만이 사회적 거리효과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성의 사회적 거리효과에 대한

β값은 −.11(t=−2.53, p<.05)이고, 유행선도력의 β값은 −.10

(t=−2.18, p<.05)으로 나타났다. 즉, 혁신성과 유행선도력

이 높을수록 전문가보다 친구나 지인의 SNS로부터 영향

을 받는 정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3) 소비자 특성이 패션 스타일 구전수용에 미치는 영향

패션 SNS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인 소비자 특성

이 패션 스타일 구전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Table 7>에 나타나듯이 설명력(R
2
)은 .31로 나타났으며

F값은 46.69(p<.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혁

신성과 규범적 대인민감성을 제외한 동조성, 정보적 대

인민감성, 유행선도력이 패션 스타일 구전수용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조성의 패션 스타

일 구전 수용에 대한 β값은 .24(t=5.50, p<.001)이고, 정보

적 대인민감성의 β값은 .19(t=4.47, p<.001), 유행선도력

의 β값은 .31(t=5.09, p<.001)로 나타났다. 즉, 동조성, 정

보적 대인민감성, 유행선도력이 높을수록 패션 스타일

구전수용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V. 결론 및 제언

전 세계적으로 SNS가 성행함에 따라 SNS의 이용자

가 증가하고 있고 이들의 SNS 문화는 새로운 문화를 탄

생시키고 있다. SNS에서는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들이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공유되고 서로에게 무의식적으

로 노출되고 있는데, 이에 본 연구에서는 SNS가 우리 생

Table 5. The influence of consumer characteristics on social distance effects by visual information characteristic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β t R
2

F

Effect of

social distances by

visual information

characteristics

Innovation −.10 −2.23*

.02 2.68*

Conformity .09 1.99*

Normative sensitivity .03 .58*

Informational sensitivity .09 2.02*

Fashion leadership −.00 −.05*

*p<.05

Table 6. The influence of consumer characteristics on social distance effect by information provider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β t R
2

F

Effect of

social distances by

information provider

Innovation −.11 −2.53*

.02 3.53*

Conformity .07 1.55*

Normative sensitivity .08 1.82*

Informational sensitivity −.04 −.88*

Fashion leadership −.10 −2.18*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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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에 미치는 영향력을 패션 관련 부문에 초점 맞추어 살

펴보았다. 특히, SNS 상 패션 정보의 사회적 거리를 결

정하는 요인을 시각적 정보특성과 정보제공자로 구분하

여 그 차이를 밝힘으로써, 패션 기업의 소셜 미디어를 활

용한 소셜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

였다는데 본 연구가 선행연구들과 차별화된다.

실증적 연구는 SNS를 사용하고 있는 20~30대 여성을

연구대상자로 하였으며, 구체적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SNS에서 제공되는 시각적 정보특성에 따른 사회적

거리가 스타일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시각

적 정보특성과 정보제공자의 사회적 거리에 따른 효과

는 사회적 거리가 근거리인 경우에만 패션 스타일 선호

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근거리인 일반인의 스타일 사진 노출은 패션 스타일 선

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데 비해 원거리인 유명인의

스타일 사진 노출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SNS 상에서의 정보제공자가 사회적 거리효과에 미치는

영향은 근거리인 친구나 지인의 SNS는 패션 스타일 선

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데 비해 원거리인 패션 블로

거, 패션 브랜드 등의 전문가 SNS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

는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SNS에서 제공되는 시각적 정보효과의 선행요인

으로서 소비자 특성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5개 요인이 추

출되었다. 혁신성이 높을수록 원거리인 유명인보다 근거

리인 일반인의 패션 스타일로부터 영향을 받는 정도가 낮

고, 동조성과 정보적 대인민감성이 높을수록 원거리인 유

명인보다 근거리인 일반인의 패션 스타일로부터 영향을

받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혁신성과 유행

선도력이 높을수록 원거리인 전문가보다 근거리인 친구

나 지인의 SNS로부터 영향을 받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비자 특성이 패션 스타일 구전수용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동조성, 정보적 대인민

감성, 유행선도력이 높을수록 패션 스타일 구전수용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SNS 상 대인영향의 선행요인으로 정보수신자인

소비자 특성별로 보면 혁신성은 새로운 자극의 선택과

수용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일반적인 소비자 특성으로

사회적 거리효과에 오히려 부적인 영향을 받았다. 동조

성은 정보제공자와는 무관하지만 정보원천과 유사성을

인지할 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패션 스타일 구전수

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에서 온라인 정보교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온라인

구전활동의 구전요인으로 밝혀진 대인민감성 중에서는

정보적 민감성만이 SNS 상 시각적 이미지로 소통되는

패션 정보와의 관련성들을 보였다. 유행과 새로운 패션

제품에 긍정적인 태도로 나타나는 유행혁신성은 정보원

천인 시각적 정보특성과는 무관하며 정보제공자와의 사

회적 거리효과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온

라인 구전수용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정보수신자인 소비자 특성에 따

라 두 유형의 사회적 거리효과가 상이하며, 패션 스타일

구전수용에도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으로 SNS

를 이용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에 차별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를 토대로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해 보면 SNS

를 이용한 마케팅 방안은 원거리보다는 근거리가 온라

인에서의 패션 스타일 확산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유명

인을 통한 회사의 전문적인 모델보다 오히려 제품을 실

제로 착용한 일반인의 모습을 노출시킴으로써 대중들

에게 보다 큰 관심과 인기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또한 정보제공자에 의한 사회적 거리효과를 본

다면 브랜드에서 스타일을 홍보하고자 할 때 브랜드가

직접 블로그를 운영하는 직접적인 정보노출보다는 친

밀감이 높은 일반인들을 통하여 온라인 구전이 발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하지만 브

랜드 SNS 활동에는 소비자 특성에 따른 차별화 전략도

Table 7. The influence of consumer characteristics on acceptance of eWOM in fashion style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β t R
2

F

 Acceptance

of eWOM

Innovation −.02 −.30***

.31 46.69***

Conformity .24 5.50***

Normative sensitivity .06 1.27***

Informational sensitivity .19 4.47***

Fashion leadership .31 5.09***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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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된다. 유행선도력이 높을수록 온라인 구전수용의도

가 높지만 유행선도력에 대한 사회적 효과는 정보원이

전문가일 경우에 유의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유행선도

력이 높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신뢰할 수 있는

패션 블로거나 패션 브랜드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각적

정보가 효과적이다. 이에 비해 유행선도력이 낮은 다수

의 대중들은 친구나 지인이 SNS에 올리는 패션 스타일

정보가 효과적일 수 있으며, 동조성향으로 유명인보다

는 유행선도력이 높은 지인이 입고 있는 이미지에 친밀

감을 느끼며 구전수용의도도 높다. 따라서 유행전파를

위해서는 유행선도자들에게 최신 유행스타일 정보를 제

공함과 동시에 동조성이 높은 다수의 대중들에게 스타

일이 수용되어 확산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처럼 패션 SNS 상 노출되는 시각적 패션 정보는 SNS

이용자들의 스타일 선호와 제품 선택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전활동에 영향을 주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최근 많은 패션 기업들이 사회적 친밀감

에 바탕을 둔 SNS를 매력적인 마케팅 도구 및 효과적인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채널로서 활용한다. 패션 기업

은 SNS 마케팅을 통해 패션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달하

고, 친밀감을 바탕으로 한 고객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을 통해 패션 정보 확산에 있어서 고객참여라는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가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

에 일반화에 한계를 가지며, 연령에 의한 편의표집에 의

해 SNS 활동도에 따라 소비자를 세분화시키지 못하였

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또한 실증적 연구에 사용된

사진 자극물에 대한 스타일 조작과 검증과정에서 객관

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후속연구에

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아닌 SNS 활동에 의한 다양

한 소비자층으로 확대시켜 연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

요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가 SNS를 통해 스타일 구

전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개인과 기업을 위한 소셜

마케팅 전략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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