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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SNS fashion influencer's authenticity on the followers' relationship

maintenance intention and product purchase intention through the mediating role of fanship. In addition,

influencer's attractiveness is proposed as a moderator affecting the authenticity on fanship; in addition, au-

thenticity is operationalized as honesty and expertise. A written survey is developed for 181 female Instag-

ram users. The analyses of the data yields the following findings. First, honesty has a positive effect on fan-

ship, relationship maintenance intention and purchase intention, while expertise affects fanship and relation-

ship maintenance intention, but does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purchase intention. Second, honesty and

expertise have a positive effect on follower behavior intention through the partial mediation of fanship. Third,

social attractiveness and physical attractivenes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fanship. However, all interaction

effects between authenticity and attractiveness are not significant. Unlike authenticity, attractiveness has no

direct effect on follower behavior intention. This study verifies the critical role of authenticity for an influ-

encer in the context of SNS marketing and commerce, as this factor leads to followers behavioral intention

as well as fanship in both direct and mediated pa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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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근래에 들어 다양해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의 사용자가 확산됨에 따라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개인의 역할과 영향력에 대한 관

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블로그(blog), 인스타그램(In-

stagram)과 같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많은 수의 팔로워

(follower)를 보유하면서 정보의 확산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적 여론 형성과정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플

루언서(influencer)가 주목받고 있다(Lee et al., 2011). 인

플루언서란 흔히 디지털 플랫폼에서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어 타인에게 공유함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하는 개인

이나 집단을 의미한다(Cho, 2011). 인플루언서는 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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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소셜 네트워크 안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며,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는 다수

의 네트워크 참여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전통적인 미디어를 통한 광고는 주로 유명인이나 대

중문화 스타를 중심으로 기획하였으나 최근 관심이 집

중되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마케팅 커뮤니케이

션은 인플루언서의 역할에 주목한다. SNS 패션 인플루

언서는 자신이 실제로 사용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소셜

네트워크 내에서 자신의 일상과 함께 패션 정보를 제공

하고 대중들과 자유롭게 소통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특

히 SNS는 기업 홈페이지나 브랜드 온라인 커뮤니티와

같은 기업이 지원하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아닌 중립

적 채널이므로, 참여자들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정보

를 기대하게 되므로 인플루언서의 진정성 있는 콘텐츠

는 소비자에게 더욱 중요한 평가요인이 될 수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광고 정보원 또는 판매원이 가

진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정보원의 여러 속성에 따

른 소비자 반응을 살펴보았으나(Gim & Cho, 2016; Huh

et al., 2013; Park & Lee, 2009), 패션 소비자의 구매행동

에 영향을 미치는 SNS 패션 인플루언서 속성으로서의

진정성을 살펴본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에 본 연구는 진정성을 오늘날 SNS를 이용하는 소비자

가 중요하게 평가하는 핵심 요인으로 제안하고, 소비자

태도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예측변수로써 SNS 패션

인플루언서의 진정성이 지닌 역할을 규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SNS를 통해 지각되는 패션 인

플루언서의 진정성이 인플루언서에 대한 팔로워 팬쉽

(follower fanship)을 매개로 하여 소비자 행동의도로 이

어지는 경로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팬쉽은 특

정 대상에 대한 강한 열정이자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

충성도와 관련이 있다(Backman & Crompton, 1991). 또

한 팬쉽은 해당 대상에 대한 높은 정신적 몰입, 호의적

태도, 지속적인 구매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

문에 브랜드나 기업의 성장과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Lee et al., 2015).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기존의 충성

도 개념이 강화된 팬쉽에 대해 탐색할 필요성을 지각하

였으며, 진정성이 소비자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

로에서 팬쉽의 매개적 역할에 대해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진정성 외에 SNS 패션 인플루언서 속성으로 매

력성(attractiveness)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진정성과 매

력성의 효과와 두 변수 간 상호작용의 효과를 확인할 것

이다. 진정성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인 전문성과 진실성

은 주로 신뢰를 매개로 내면화 과정을 통해 소비자가 메

시지를 수용하도록 하는 반면, 매력성은 동일시 과정을

통해 대상과의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알려

져 있으므로(Song & Lee, 2011), 인플루언서의 진정성과

매력성의 효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소비자

행동의도로 관계유지의도와 제품구매의도를 설정하여

SNS 패션 인플루언서에 대한 진정성 지각이 인플루언

서와 소비자와의 상호관계성 및 제품구매행동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최근 마케팅 분야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온 진정성의 가치(Lee & Jeong, 2013; Lee &

Choi, 2012)를 SNS와 같은 소셜 미디어 환경에 적용하

여 그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 및

확장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소비자의 긍정적 반응을 유

도할 수 있는 인플루언서의 속성을 밝힘으로써 향후 인

플루언서 마케팅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 및 브랜드를

대상으로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팔로워 팬쉽 형성을 위한 방향성

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SNS 패션 인플루언서

인플루언서란 타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원으로 전문 인플루언서, 개인 인플루언서, 대

중매체로 나눌 수 있다(Honda, 2007/2008). 대중매체는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을 의미하며 전문 인플루언서

는 모델, 연예인, 특정 분야의 전문가 등을 뜻한다. 개인

인플루언서는 SNS 상에서 정보 전파에 강한 영향력을

가지는 개인 사용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살

펴보고자 하는 대상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인플루언서는 의견 선도자(opinion leader)

나 트렌드 형성자(trend setter)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Watts & Dodds, 2007), 네트워크 구조의 중심에서 사람

들을 이어주고 네트워크 전반의 정보 확산에 기여한다

(Barabási & Albert, 1999). 여러 분야의 인플루언서 중에

서 패션 인플루언서는 SNS를 통해 자신의 라이프스타

일을 노출시키고 자연스럽게 일상 속 패션 스타일과 코

디방법 등을 공유한다. 패션 인플루언서가 등장한 초창

기에는 단순히 블로그나 커뮤니티에서 패션 브랜드의

제품을 미리 사용해보고 후기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주

로 담당했지만, 최근 많은 패션 인플루언서가 자신의 취

향을 반영한 패션 제품을 직접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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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그들은 SNS에서 자신을 팔로

우하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패션 제품 정보나

착용 후기 등을 게시하며(Kim & Choo, 2017), 자신의 사

업 플랫폼으로써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SNS 인플루언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한 콘텐츠를 직접 보여주면서 소비자들에게 다가가

기 때문에 소비자와 깊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장

점을 지닌다. 실제로 많은 소비자들이 광고보다 사용자

생성 콘텐츠와 입소문을 신뢰하며(The Nielson Comp-

any, 2012), 이용자 간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하는 소셜 미

디어 상의 정보는 같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공유되는 것

이기 때문에 정보원에 대한 신뢰가 높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Hur, 2016). 또한 기존의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주입시키는 형태였다면, 인플루언서

가 제공하는 정보는 스스로 경험하여 전달하는 리뷰이

기 때문에 해당 콘텐츠를 접하는 소비자들은 마치 지인

이 직접 전해주는 정보처럼 신뢰를 가지고 수용하게 된

다(Son & Kim, 2017). SNS의 정보 수신자인 소비자는 인

플루언서가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정보원

을 평가함으로써 인플루언서나 제품에 대한 태도나 행

동의도를 형성할 수 있다. Park et al.(2014)의 연구에서 인

플루언서는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구전효과와 정보에

대한 인식 변화 등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인 것으로 나타

났다.

2. 진정성

기업의 무분별한 개발로 소비자 기만행위가 심해짐에

따라 소비자들은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에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었고(Leigh et al., 2006), 기업의 차원에서 진정

성은 브랜드 관리를 위한 새로운 포지셔닝 방안이 될 만

큼 중요한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Grayson & Martinec,

2004). 진정성은 소셜 미디어 상의 정보원 역할을 하는

인플루언서를 평가할 때에도 중요하게 고려하는 속성으

로 작용할 수 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진정성은 ‘진솔

한 내면세계를 인식하고 그 내면의 진실에 따라 행동하

는 것’을 의미하며(Harter, 2002), 마케팅적 관점에서 진

정성은 ‘소비자가 기대하는 기업의 본질적 의무와 책임

을 수행하는 것이자 진품, 진실, 약속된 비즈니스 수행

과 소비자의 영원한 가치를 지향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Park, 2012). Beverland(2005)는 기업의 진정성 지향을

‘상업적 동기에 기초하기보다 소비자의 가치를 지향하

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진정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Beverland et al.,

2008; Gilmore & Pine II, 2007), 진정성은 다양한 하위

차원의 개념 간 조합으로서의 구성개념적 특징을 지니

고 있다. 사람들은 진정성에 대하여 신뢰성, 진실성, 차

별성, 정직성, 정확성, 그리고 비상업성 등 다양한 연상

을 떠올리며 이러한 연상들은 진정성을 여러 하위차원

의 개념들로 구성된 하나의 복합구성체로 간주하게 한

다(Choi & Lee, 2013). 국외 연구 중 마케팅 관점에서 진

정성의 차원을 제안한 Gilmore and Pine II(2007)의 연

구에서는 자연성, 독창성, 특별함, 연관성, 영향력 등 5가

지 유형의 진정성을 도출하였다. 화장품 브랜드의 진정

성을 측정한 Su et al.(2014)의 연구에서는 ‘제품 진정성,

판매인 진정성, 기업 진정성’을 3가지 상위차원으로 제

안하였다. 제품 진정성은 ‘자연성, 스토리, 진품성’이라

는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었고, 판매인 진정성은 ‘차별성,

전문성, 일관성’으로 이루어졌으며, 기업 진정성은 ‘광고

진실성, 커뮤니케이션 개방성, 지속가능경영’이라는 하

위차원으로 측정되었다. 이 외에 SNS라는 매체의 진정

성을 측정한 Choi and Lee(2013)의 연구에서는 SNS 진

정성의 하위차원으로 ‘진실성, 정직성, 신뢰성, 순수성’

네 가지를 제안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SNS 패션 인플루언서의 진정성을 ‘상

업적 동기보다 정보원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가치 및

신념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진실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지각되는 정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진정성은 여러 하위

차원의 개념들로 구성된 하나의 복합구성체로(Choi &

Lee, 2013) 본 연구는 ‘진실성’과 ‘전문성’을 핵심적인 하

위요인으로 간주하여 진정성의 개념을 구성하였다. 실

제로 조직적 맥락에서 진정성을 고찰한 Shen and Kim

(2012)은 진정성의 핵심이 스스로 진실되어야 한다는 ‘진

실성’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수용자는 정보원이 전

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평가할 때, 객관적이고 정직

한 정보를 전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짐으로써 진실성

을 더 높게 지각할 수 있다(McGuire, 1969). 진실성과 전

문성은 정보원에 대한 신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는 점에서 관련이 높으며, 기업, 판매인, 매체의 진정성

을 다룬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진정성의 하위요인으로

사용된 바 있다(Choi & Lee, 2013; Su et al., 2014).

1) 진실성

진실성(honesty)은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원이 특정 이

슈와 관련된 지식이나 기술, 경험을 가졌고 편견 없는

의견과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줄 것이라고 믿는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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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인식 정도(Belch & Belch, 1990)를 의미한다. 즉, 진

실성은 기업이나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가치

가 얼마나 진실되게 느껴지는지를 드러내는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설득 커뮤니케이션 맥락에서 살펴보자면 소

비자들은 정보원이 특정 주제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

지고 솔직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려고 할 때, 정보

원에 대해 높은 진실성을 갖게 된다. 그 이유는 진실성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습득한 정보는 자기 의견으로 수

용하는 내면화(internalization) 과정을 통해 설득되기 때

문이다(Yang & Kim, 2016). 광고의 경우 스토리를 전달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진실성이 있는 표현이 매우

중요하며, 기업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진실을 왜곡한 스

토리에는 소비자가 일종의 배신감을 느끼고 신뢰성을

상실하기도 한다(Jeong et al., 2013). 따라서 SNS 패션

인플루언서의 진실성 있는 콘텐츠는 조작이나 왜곡되지

않은 스토리를 의미하며, 이러한 스토리는 소비자에게

감동을 주고 강한 유대감을 형성시킴으로써 소비자의

선호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2) 전문성

전문성(expertise)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정보원이 특정

메시지의 주제에 대하여 올바른 해결 방안이나 정확한

판단을 제시할 수 있다고 수용자가 지각하고 있는 정도

(McCracken, 1989), 또는 정보원이 타당한 주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수용자가 지각하는 정도이다(Hov-

land et al., 1953). 정보 수용자는 메시지에 노출된 제품

에 대한 지식의 정도를 근거로 정보원의 전문성을 판단

하며, 전문성이 있다고 지각하는 경우 제시된 메시지에

쉽게 설득된다(Shin & Cho, 2014). SNS의 경우에도 다

른 매체와 동일하게 정보원의 전문성이 높을 때는 수용

자를 설득하는데 용이하지만(Shin & Cho, 2014), 낮을 경

우 수용자는 방어적 태도와 부정적 견해를 갖는다(Cho,

2011). 전문성은 소비자의 제품 구매, 태도 등에 영향을

미치는데, Ohanian(1991)은 광고에서 유명인의 전문성이

실질적인 구매와 관련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정

보 수신자가 정보원의 전문성을 높게 인지할수록 소비

자의 반응이 호의적으로 나타나고(An, 2007; Bansal &

Voyer, 2000), 정보 확산과 같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Wangenheim & Bayón, 2004).

진정성은 기업이나 브랜드 차원뿐만 아니라 판매원과

같은 개인적 차원에서도 소비자 태도와 구매결정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친다. 진정성은 광고 정보원에 대한 부정

적 편향을 줄이고 소비자가 광고를 신뢰할 수 있도록 만

드는 주요한 핵심 속성이기 때문이다(Anderberg & Mo-

rris, 2006; Gilmore & Pine II, 2007). 또한 서비스 제공자

의 진정성 있는 응대는 고객 만족과 고객 신뢰와 같은 긍

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Yoon et al., 2010),

브랜드의 진정성은 브랜드 애착, 몰입, 신뢰, 충성도 등과

같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긍정적인 태도 및 행동반

응에 영향을 미친다(Seo & Lee, 2013; Su et al., 2014).

진정성의 가치를 검증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보았

을 때, 정보원의 진정성은 그들이 전달하는 메시지에 대

한 신뢰뿐만 아니라 그들 자체에 대한 선호도와 태도에

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이라고 판단된다.

나아가, 그들에 대해 형성된 소비자의 애착이나 충성도

는 그들이 홍보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인 반

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SNS 패션

인플루언서가 가상의 공간에서 전문성을 갖춘 콘텐츠로

진실성 있게 소통한다면 팔로워는 진정성을 지각하게

되고, 팔로워는 진정성이 느껴지는 인플루언서에 대해

보다 호의적인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 반응을 보일 것

이다. 또한 진정성이 있는 인플루언서에 대해 팔로워는

대상에 대한 호의적인 감정을 바탕으로 그들이 홍보하

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 및 행동의

도를 취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3. 매력성

매력에 대한 초기 연구는 대부분 신체적 매력도에 대

한 관심이 주를 이루었으며, 신체적 매력 중에서도 타인

들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이끄는 개인의 얼굴 이미지에

중점을 두었다(Morrow et al., 1990). 그러나 매력성이 타

인과의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는 것이 밝

혀지면서, 신체적 매력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매

력성으로 확장시키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Hakim(2010)

은 현대 사회의 사회적 위치가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자

본의 분배에 의해 결정된다는 Bourdieu(1986)의 연구를

바탕으로 매력 자본(erotic capital)을 새롭게 제안하였다.

매력 자본은 타인에게 작용하는 미적, 시각적, 육체적, 사

회적, 성적 매력의 종합적 개념으로 여성의 매력이 여성

적 권력 획득의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주장 하에 제시되었

다. Kim and Jun(2016)은 유명인의 매력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Hakim(2010)의 매력 자본 연구를 바탕

으로 체계적인 요인분석을 통해 ‘사회적 매력’, ‘육체적

매력’, ‘전문적 매력’, ‘마케팅적 매력’이라는 4가지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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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된 척도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NS 패션 인플루언서 매력성을 ‘대인

관계에서의 소통 능력 및 신체적 외모에 대해 좋게 느

끼는 정도’로 정의하여 사회적 매력 및 육체적 매력 두

가지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

적 매력은 타인과의 좋은 관계 형성을 만들 수 있는 개

인적 철학, 가치, 능력에 관한 것으로 의사소통 능력이

나 타인과의 대화에서 지각되는 매력을 의미하며, 이는

SNS 내에서 대중들과 소통하는 인플루언서의 중요한

매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육체적 매력은 유명

인에게 나타나는 외모의 관점에서 매력을 포괄하는 개

념으로 얼굴 이미지, 몸매 등에서 지각되는 신체적 매

력과 동일한 개념이다.

정보 수용자는 매력이 있다고 인식되는 정보원에 대

해 긍정적 감정을 형성하며(McGuire, 1969), 정보 원천

의 매력도가 높을수록 메시지 수용도 함께 증가하게 된

다(Hong, 2005). 뿐만 아니라, 유명한 정보원이 갖는 높

은 주목 환기력(stopping power)과 그 사람에 대해 가지

고 있는 호의적인 감정이나 태도는 광고 태도 및 브랜드

태도로의 전이과정을 거쳐 소비자의 구매의도 제고에

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Huh et al., 2013).

그러나 정보원의 매력성은 정보원의 다른 속성들과 비

교해 상대적으로 부차적인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보인

다. 여러 국외 선행연구는 정보원의 매력성, 진실성, 전

문성 차원 중 전문성 요인이 태도 및 행위 변화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밝혔다(Ohanian, 1991; Wilson &

Sherrell, 1993). Till and Busler(2000)는 육체적 매력성

과 전문성 요인 모두 광고 제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

지만, 육체적 매력성보다는 전문성 요인과 광고 제품과

의 조화효과가 더욱 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연

구결과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정보원의 매력성은 정보

원의 신뢰나 공정성, 바람직함 등을 높게 지각하게 하는

효과를 가졌지만 동시에 다른 속성들의 영향을 많이 받

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플루언서를 평가하는 속성으로

매력성이 팬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

매력성이 인플루언서 진정성과 팬쉽의 관계를 조절하

는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SNS 패

션 인플루언서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진정성의 중요성

을 검증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진정성이 팬쉽 형

성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매력성이 더 강화시킬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4. 팬쉽

팬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스포츠 분야에서 다루어져

왔으며, Guttmann(1986)은 팬을 스포츠 경기 및 이벤트에

감정적으로 몰입하는 소비자라고 정의하였다. 이렇게

팬들이 스포츠나 엔터테인먼트, 패션 등의 소비에 참여

하고 그에 대한 열정 또는 열광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팬쉽(fanship)이라고 정의한다(Jenkins, 2012; Pentecost

& Andrews, 2010). 팬쉽은 정서적 관여나 동일시를 넘어

서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

차원적인 개념으로 다루어져왔다(Choi & Kim, 2006).

한 예로 스포츠 팬의 경우 스포츠에 관하여 높은 지식

을 가지고 있으며, 경기와 관련된 기술, 지침, 규칙에 대

해 잘 알고 있다. 또한 경기를 관람하면서 감정적으로

몰입하고 갈채, 응원, 야유 등 감정적인 태도를 취하며

스포츠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특징을 보인다(Gantz & Wenner, 1995).

패션에 있어서 팬쉽은 패션 소비를 증가시키는 소비

자의 열정과 관련이 있으며, 소비자의 광적인(fanatical)

행동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고 싶은 열정, 흥

분, 정열, 헌신, 극성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

다(Redden & Steiner, 2000).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팬쉽

을 연구한 Lee et al.(2015)의 연구에 따르면 브랜드 팬

은 충성도를 가진 소비자 중에서도 해당 브랜드에 대해

강력하고 긍정적 태도를 표현하는 소비자를 의미한다

고 설명하였다. 소비자의 충성도는 정신적 몰입과 행위

적 일관성이라는 두 변수로 측정할 수 있는데, 팬쉽의

경우 이 두 변수가 모두 높은 상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진정한 충성도(true loyalty)를 의미한다(Mahony et al.,

2000). 팬쉽은 기존의 충성도 개념에서 더 나아가 대상

에 대한 강력한 심리적 애착과 능동적 참여를 이끌 수

있기 때문에(Backman & Crompton, 1991), 해당 대상에

대해 가장 높은 정신적 몰입을 가질 뿐만 아니라, 대상

에 대한 태도 및 구매행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Lee et al., 2015).

본 연구는 스포츠나 가수의 팬들과 같이 ‘SNS 패션

인플루언서에 대해 팔로워들이 열정을 가지고 많은 시

간을 투자하며, 인플루언서가 판매하는 제품을 열광적

으로 소비하는 것’을 팔로워 팬쉽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즉, 팔로워 팬쉽은 SNS 이용자가 추종하는 특정 인플루

언서 자체나 그들이 판매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열광적으로 소비하는 개인 특성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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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팬쉽의 개념을 SNS 패션

인플루언서에 접목하여 팬쉽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플루언서 속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나

아가 진정한 충성도를 의미하는 팬쉽이 소비자의 지속

적인 관계유지의도 및 구매행동의도에 중요한 선행요

인으로 작용하는지 확인할 것이다.

5. 소비자 행동의도

관계유지의도란 기업, 브랜드, 채널에 속하는 서비스

나 상품을 구매하는 동안 기업과 관계를 형성하려는 고

객의 의도를 말한다(Kumar et al., 2003). 또한 고객이 서

비스와 보상을 제공받고, 지속적으로 그 서비스를 이용

하려고 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다(Han, 2003). 본 연구에

서는 기존에 ‘기업과 고객’ 또는 ‘구매자와 판매자’의 거

래관계를 중심으로 다루어져왔던 관계유지의도라는 개

념을 SNS 환경에 적용하여 ‘인플루언서와 팔로워 간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의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Be-

rry(1995)는 고객과 기업 양측이 다양한 혜택을 얻게 되

었을 때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뿐만 아니라 관계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만족(Hwang, 2003)과 신뢰(Kim & Rhee, 2005)에도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구매의도는 소비자가 해당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

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Richardson et al., 1996), Kim

and Sohn(2010)의 연구에서는 브랜드에 대한 종합적 평

가로써 소비자 개인의 구매의지에서 비롯된 심리적 태

도라고 정의하였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충성도가 높

은 고객은 동일 기업에게 지속적인 구매를 할 가능성이

높고, 충성도가 낮은 고객에 비해 많은 양의 구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ichheld, 1996). 또한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충성도 등은 방문의도

나 실제 구매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

졌다(Kim & Kim, 2010; Park & Yoo, 2003). 이는 충성도

가 빈번한 방문, 적극적인 참여, 높은 기여 등과 관련이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구매의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사료된다(Hagel III

& Armstrong, 1997).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도출된 결

과들을 바탕으로 하여, 높은 차원의 충성도를 의미하는

팬쉽이 가상의 환경에서 인플루언서와 관계를 유지하고

자 하는 행동의도 및 인플루언서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

한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

다. 팬쉽은 기존의 충성도 개념에서 더 나아가 대상에

대한 강력한 심리적 애착과 능동적 참여를 이끌 수 있

기 때문에(Backman & Crompton, 1991), 인플루언서에

대해 형성된 팬쉽은 지속적인 관계유지의도와 제품구

매의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본 연구는 진실성과 전문성이라는 하위요인으로 구

성된 인플루언서 진정성이 팔로워 팬쉽을 매개변수로

하여 최종적으로 관계유지의도 및 제품구매의도에 미

치는 경로를 검증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인플루언서

매력성은 타 정보원 요인과 상호관련하여 효과를 보일

것으로 보고(Ohanian, 1991; Till & Busler, 2000), 매력

성이 진정성 효과에 미치는 조절적 역할을 제안하였다.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도출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

으며, 연구모형은 <Fig. 1>에 제시하였다.

연구가설 1. 진실성과 전문성으로 구성된 인플루언

서 진정성은 팔로워 팬쉽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 진실성과 전문성으로 구성된 인플루언

서 진정성은 팬쉽을 매개로 팔로워 행동

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1. 인플루언서 진정성은 팬쉽을 매개하여

관계유지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2. 인플루언서 진정성은 팬쉽을 매개하여

제품구매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 인플루언서 매력성은 진실성과 전문성으

로 구성된 인플루언서 진정성이 팔로워

팬쉽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연구가설 3-1. 인플루언서 사회적 매력성이 높을(낮

을)수록 인플루언서 진정성이 팔로워

팬쉽에 미치는 효과는 증가(감소)할 것

이다.

연구가설 3-2. 인플루언서 육체적 매력성이 높을(낮

을)수록 인플루언서 진정성이 팔로워

팬쉽에 미치는 효과는 증가(감소)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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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본 연구는 조사연구방법으로 설문지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인플루언서의 영향력 평가문항과 함께 인플루

언서의 평가속성인 진정성과 매력성, 인플루언서에 대

한 팬쉽, 그리고 관계유지의도와 제품구매의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상은 모두 7점 Likert 척도를 사

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매우 그렇다’에 7점

을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각 문항에 긍정적임을 나타내

도록 하였다.

인플루언서 진정성은 진실성과 전문성이라는 두 요인

으로 나누어서 측정하였으며, Gilmore and Pine II(2007),

Choi and Lee(2013), Su et al.(2014)의 연구를 바탕으로

문항을 재구성하였다. 인플루언서 매력성은 Kim and

Jun(2016)의 연구에서 다룬 사회적 매력성과 육체적 매

력성에 대한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팬쉽은 스포츠 팬쉽

과 관련된 선행연구인 Gantz and Wenner(1995), Jin(2011)

의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문항과 브랜드 및 패션 팬쉽과

관련된 선행연구인 Pentecost and Andrews(2010), Lee

et al.(2015)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바탕으로 인플루

언서 맥락에 맞게 수정하여 문항들을 재구성하였다. 팔

로워 행동의도에서 관계유지의도는 Ju(2003), Kim(2011)

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재구성하였으며, 제품구매

의도는 Kim(2009), Yang(2016)의 연구에서 활용한 문항

을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인스타그램 이용에 대한 사용자별 특성을 확인하기 위

해 하루 평균 인스타그램 사용 시간, 인스타그램 이용 기

간, 팔로우하고 있는 패션 인플루언서의 수를 기술하도

록 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묻는 문

항을 포함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실제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는 젊은 여성

패션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므로,

연령대에서 유사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인스타그램 계정

을 사용하는 20~30대 여성을 연구대상으로 한정하였다.

표본은 교내 게시판의 모집공고를 통해 수집되었으며,

설문조사 수집 기간은 2017년 9월 22일부터 9월 26일까

지 약 5일간 진행되었다. 연구참여자는 연구자의 지시

에 따라 1명의 여성 패션 인플루언서를 연상하도록 요

청받았고, 해당 인플루언서의 계정을 직접 기입하도록

요청하였다. 이후 연구참여자는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약

2분 동안 해당 인플루언서의 인스타그램 피드를 관찰하

였다. 인플루언서의 계정을 관찰한 후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설문응답이 진행되었으며, 설문조사는 약 15분 정

도 소요되었다. 회수한 181명의 데이터 자료 중 총 176부

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표본의 인스타그램 이용 특성을 살펴보면, 연구참여

자들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1시간 정도 인스타그램을 사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스타그램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한 기간은 평균적으로 약 2년 이상인 것을 확인하

였다. 연구참여자들이 팔로우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패

션 인플루언서의 수는 평균 약 8명이며, 실제로 인스타

그램을 통해 패션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이용자는

표본의 47.2%에 해당하였다.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을 살펴보면, 평균 연령은 약 24세이며 학력은 대학교 재

학이 67명(38.1%)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 졸업이 54명

(30.7%)으로 확인되었다. 직업은 학생이 111명(63.1%)으

로 가장 많았으며, 사무직이 32명(18.2%)인 것으로 나타

났다. 월 소득의 경우, 4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표본이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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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명(30.1%)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100만 원 미

만(26.7%)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자료분석을 위해 SPSS 23.0 프로그램과 AM-

OS 18.0을 사용하였다. 표본의 인스타그램 이용 특성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석을 위하여 기본적인 기술통계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문제 검증을 위하여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팬쉽의 매개효과

와 매력성의 조절효과를 심층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SP-

SS Macro Process 분석 및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측정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

본 연구는 Anderson and Gerbing(1988)이 제안한 두 단

계 분석법(two step approach)을 바탕으로 일시적으로 포

화모형(saturated model)을 만들어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

석하였다. 잠재변수별 측정변수들의 요인적재량, t값(t-

value), AVE(평균분산추출), CR(개념신뢰도), p값(p-value)

및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Fit index)를 확인하였다. 분

석결과 측정변수의 표준화 요인적재량이 통계적으로 유

의한지 확인하였고(p<.05), 전체 61문항 중 최종 분석에

는 47문항이 사용되었다. 측정모형의 주요 적합도는 χ
2
=

1194.532(df=689, p=.000), Normed χ
2
=1.734, GFI=.769,

IFI=.909, TLI=.925, CFI=.907로 나타났으며, RMSEA=

.065로 기준인 .080보다 작게 나타나 측정모형의 적합성

이 합당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Lee & Lim, 2011). 모든

측정변수의 하위항목의 요인적재량은 .572에서 .932 범

위로 나타나 적합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및 측정변수들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측정모형의 구성개념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일반적으로 AVE값이 .500 이상이면 집중타당성을 갖는

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각 변수의 AVE값이 두 변수 간

의 상관계수의 제곱을 한 값보다 클 경우 판별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Fornell & Larcker, 1981).

본 연구는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진실성, 전문성,

팬쉽, 관계유지의도, 제품구매의도라는 총 5개 변수들을

최종 모형 투입변수로 설정하였다. 해당 측정요인들의

AVE값과 상관계수 제곱값 및 CR값을 도출한 결과, 집

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이 앞서 언급한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결과값은 <Table 2>에 제시

하였다.

2. 진정성이 팬쉽과 소비자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

향

인플루언서 진정성의 하위요인인 진실성과 전문성이

팬쉽과 소비자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

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정된 모형의

주요 적합도 지수는 χ
2
=510.838(df=316, p=.000), Normed

χ
2
=1.617, GFI=.837, IFI=.948, TLI=.937, CFI=.947, RM-

SEA=.059로 도출되어 전반적으로 수용할 만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Lee & Lim, 2011). 연구모형의 경로 유의성

에 대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제시한 연구모형의 경로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진정

성의 하위요인인 진실성(γ=.380, p<.001)과 전문성(γ=

.538, p<.001)은 팬쉽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이에 따라 연구가설 1이 지지되었다. 팬쉽의

매개효과 규명을 위해 경로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진정

성 두 요인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관찰되었

다. 진실성과 전문성은 모두 관계유지의도(진실성: γ=

.269, p<.01; 전문성: γ=.226, p<.05)에 정적인 영향을 미

쳤다. 진실성은 제품구매의도(γ=.256, p<.01)에 정적인 영

향을 미쳤으나, 전문성이 제품구매의도(γ=.113, p=.221)

에 이르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팬쉽

이 관계유지의도(γ=.551, p<.001)와 제품구매의도(γ=.374,

p<.001)로 가는 경로는 모두 정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

였다. 구조모델 분석결과 팬쉽의 부분적 매개효과가 관

찰되었으나 보다 엄정한 가설 검증을 위해 프로세스 모

델을 통한 매개효과 검증을 수행하였다.

3. 팬쉽의 매개효과 검증

팬쉽의 매개효과를 심층적으로 확인하고자 SPSS Ma-

cro Process의 Model 4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바탕으로 각 변수의 측

정항목의 평균값을 투입하였다. 신뢰구간을 95%로 설정

하고, 부트스트랩 샘플 수를 1,000으로 지정하여 연구가

설 2-1과 연구가설 2-2를 검증하였다.

먼저 연구가설 2-1의 검증을 위해, 진실성을 독립변수

로 설정하고 팬쉽을 매개변수로 투입하였으며 관계유지

의도를 종속변수로 투입한 경로모형에 대해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SNS 패션 인플루언서의 진실성이

팬쉽을 매개하여 관계유지의도로 이어지는 모형에서 간

접효과 계수는 .358의 값을 보였으며, 간접경로에 대한

95% 신뢰구간은 LLCI=.2476~ULCI=.4893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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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easurement model

Factor Items
Standardized

factor loading
t Cronbach's α

Honesty

The content of influencer's posting is consistent with texts and ima-

ges.
.873 15.901

.913

Influencer speaks truthfully via posting. .844 -

The content of the influencer's posting deals with the facts. .843 12.775

 The content of influencer's posting is accurate. .764 10.875

The content of influencer's posting is credible. .753 10.898

Expertise

Influencer has excellent fashion coordination and expression. .813 08.608

.870

Influencer knows about new fashion trends well. .785 09.260

Influencer is knowledgeable about fashion. .728 08.406

Influencer always strives for the professionalism of the work. .719 -

Influencer is proud of her work. .718 10.974

Social

attractiveness

Influencer seems to be getting along well with people around. .811 10.545

.887

Influencer is excellent at communicating. .758 09.782

Influencer has a good affinity. .749 -

Influencer makes people want to talk. .732 09.427

Influencer has excellent expressiveness. .707 09.079

Influencer has a good sense of humor. .697 08.919

Physical

attractiveness

Influencer is pretty. .926 13.105

.911

Influencer's face is well balanced. .890 12.475

Influencer is attractive. .855 11.897

Influencer's appearance is feminine. .750 -

Influencer has a stylish image. .676 09.124

Influencer has an attractive body. .632 08.597

Follower

fanship

I often see this influencer's posting. .818 -

.912

I am interested in information about this influencer. .817 14.210

I am willing to buy a product that this influencer recommends. .757 09.613

I know this influencer's fashion style. .748 11.294

I have a passion for this influencer. .738 10.895

I know this influencer's lifestyle. .732 10.797

I visit this influencer SNS account at least once a day. .715 10.483

I take a closer look at the fashion products that this influencer sells. .671 09.735

I often try to find the product information used by this influencer. .626 08.940

I often talk about this influencer with my people. .574 08.038

I am willing to follow this influencer's fashion style. .572 07.843

Relation

maintenance

I am willing to continue to receive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is

influencer.
.926 20.777

.941
I am willing to follow this influencer. .917 -

I am willing to see this influencer's posting. .910 19.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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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간접효과가 유의

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Sobel test 결과, Z값이 6.1582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p<.001). 다

음으로 전문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팬쉽을 매개변수

로 투입하였으며 관계유지의도를 종속변수로 투입한 경

로모형에 대해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해당 모형

에서 간접효과 계수는 .392의 값을 보였으며, 간접경로에

대한 95% 신뢰구간은 LLCI=.2894~ULCI=.5204으로 나

타나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팬쉽의 간접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Sobel test 결과, Z값

이 6.2831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으며

(p<.001), 최종적으로 인플루언서 진정성이 관계유지의

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팬쉽의 부분매개효과가 나타

나는 것으로 확인되어 연구가설 2-1이 부분적으로 지지

Table 1. Continued

Factor Items
Standardized

factor loading
t Cronbach's α

Product

purchase

I am willing to buy the products that this influencer sells. .932 10.397

.855

There is a possibility that I will purchase the influencer's products. .870 09.979

If it is the same product, I am willing to purchase the influencer's pro-

ducts.
.738 10.757

I am willing to buy even if the influencer's products are more expen-

sive.
.664 -

Table 2. Discriminant validity

Honesty Expertise Fanship Relation Purchase CR

Honesty .668
a

.830

Expertise .343
b

.568 .817

Fanship .315
a

.317 .506 .812

Relation
c

.352
a

.308 .484 .842 .907

Purchase
d

.350
a

.244 .401 .446 .653 .790

a: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for constructs are displayed on the diagonal

b: Numbers below diagonal are squared correl-ation estimates of two variables

c: Relation is a short word for relation maintenance intention

d: Purchase is a short word for pro-duct purchase intention

Fig. 2. Path analysis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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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연구가설 2-2의 검증을 위해, 진실성을 독립변수로 설

정하고 팬쉽을 매개변수로 투입하였으며 제품구매의도

를 종속변수로 투입한 경로모형에 대해 매개효과 분석

을 실시하였다. SNS 패션 인플루언서의 진실성이 팬쉽

을 매개하여 제품구매의도로 이어지는 모형에서 간접효

과 계수는 .294의 값을 보였으며, 간접경로에 대한 95%

신뢰구간은 LLCI=.1983~ULCI=.4505로 나타나 신뢰구

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팬쉽의 간접효과가 유

의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Sobel test 결과, Z값이

5.3066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p

<.001). 다음으로 매개변수와 종속변수는 유지하고 전문

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한 경로모형에 대해 매개효과 분

석을 실시하였다. SNS 패션 인플루언서의 전문성이 팬

쉽을 매개하여 제품구매의도로 이어지는 모형에서 간

접효과 계수는 .360의 값을 보였으며, 간접경로에 대한

95% 신뢰구간은 LLCI=.2533~ULCI=.5074로 나타나 신

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팬쉽의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Sobel test 결과, Z값이

5.72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p

<.001). 따라서 인플루언서 진정성이 제품구매의도에 미

치는 영향에 있어 팬쉽의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하였으

며, 연구가설 2-2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매개효과 검

증의 구체적인 결과값은 <Table 3>과 같다.

4. 매력성의 조절효과 검증

진정성과 팬쉽의 관계에 대한 매력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SPSS Macro Process의 Model 1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Model 1은 진실성과 전문성으로 구

성된 진정성과 팬쉽을 각각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설

정하고 조절변수로 매력성을 추가한 모형으로, 신뢰구

간을 95%로 설정하고 부트스트랩 샘플 수를 1,000으로

지정하여 연구가설 3-1과 연구가설 3-2를 검증하였다.

먼저 연구가설 3-1의 검증을 위해 분석한 결과, 진정성

의 두 가지 하위요인인 진실성(t=5.4047, p<.001), 전문성

(t=5.1949, p<.001)과 사회적 매력성(t=3.9256, p<.001)은

각각 팬쉽에 대해 직접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독립변수가 진실성일 때 진실성과 사회적 매력

성의 상호작용효과 계수는 −.0239의 값을 보였으며, 95%

신뢰구간은 LLCI=−.1349~ULCI=.0872로 나타나 신뢰구

간에 0이 포함되므로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독립변수가 전문성일 때 전문성

과 사회적 매력성의 상호작용효과 계수는 .0181의 값을

보였으며, 95% 신뢰구간은 LLCI=−.0872~ULCI=.1234

로 나타나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므로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에 연구가설 3-1은

기각되었다.

연구가설 3-2의 검증을 위해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육체적 매력성(t=3.3919, p<.001) 또한 팬쉽에 직접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독립변수가 진

실성일 때 진실성과 육체적 매력성의 상호작용효과 계

수는 −.0637의 값을 보였으며, 95% 신뢰구간은 LLCI=

−.1761~ULCI=.0486으로 나타나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

므로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독립변수가 전문성일 때 전문성과 육체적 매력성의

상호작용효과 계수는 .0367의 값을 보였으며, 95% 신뢰

구간은 LLCI=−.0572~ULCI=.1307로 나타나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므로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가설 3-2가 기각되었다. 즉, 사회적

매력성과 육체적 매력성은 팬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지만, 진정성과 팬쉽의 관계에 있어서 매력성의 조절

Table 3. Effect coefficient of mediated model

H Variables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a×b) Total effect

(C)

Mediation

typea b c'  [LLCI, ULCI]

2-1

X: Honesty, M: Fanship,

Y: Relation maintenance
.638*** .561*** .355***

.358***

[.2476, .4893]
.713***

Partial

mediation

X: Expertise, M: Fanship,

Y: Relation maintenance
.660*** .594*** .298***

.392***

[.2894, .5204]
.687***

2-2

X: Honesty, M: Fanship,

Y: Product purchase
.638*** .461*** .414***

294***

[.1983, .4505]
.708***

X: Expertise, M: Fanship,

Y: Product purchase
.660*** .546*** .249***

360***

[.2533, .5074]
.609***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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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역할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SNS 패션 인플루언서는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의 다양한 활동과 역할로 다수의 팔로

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일반인 정보원이라는

관점에서 기존의 유명인 효과와는 다른 특이성을 가진

다. 본 연구는 소셜 네트워크에서 영향력을 가지는 패션

인플루언서에 있어 진정성이라는 속성이 가지는 역할에

주목하고 진정성이 팔로워의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소비자가 지각한 SNS

패션 인플루언서의 진정성이 팬쉽이라는 감정을 매개하

여 관계유지의도 및 제품구매의도로 이어지는 경로를

확인하였다. 또한 진정성 외에 SNS 패션 인플루언서가

지닌 매력성의 효과를 함께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진실성과 전문

성을 중심으로 규정한 SNS 패션 인플루언서의 진정성

은 팔로워의 팬쉽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진정성의 두 요인인 진실성과 전문성 모두

팬쉽을 부분적으로 매개하여 행동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플루언서의 진정성은 관

계유지의도 및 제품구매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요인이자 동시에 팬쉽이라는 매개변수를 통

해 간접적으로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인플루언서에 대한 팔로워 팬쉽이 진정성

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단지 부분적으로 매개한

다는 것은 진정성 지각을 통해 팬쉽을 형성하지 않더라

도 팔로워는 인플루언서의 영향에 따른 행동의도를 형

성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SNS 패션 인플루언서의

매력성을 사회적 매력성과 육체적 매력성이라는 두 가

지 측면에서 살펴보았으나 인플루언서 진정성의 효과를

조절하는 역할을 확인하는데 실패하였다. 이는 팔로워가

인플루언서의 진정성을 높게 지각했다면 매력성의 수

준에 상관없이 팬쉽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용자 간의 소통과 공유가

중심이 되는 SNS 채널에서 소비자는 인플루언서의 매력

성보다 인플루언서가 전달하는 콘텐츠나 SNS 포스팅을

통해 나타나는 진실성과 전문성을 더욱 중요한 속성으

로 간주하여 팬쉽을 형성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SNS 패션 인플루언서를 오늘날 패션 산업에서의 중요

한 정보원이자 트렌드 형성자로 바라보고, 이들을 따르

는 팔로워의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소

셜 네트워크 상에서의 활동을 통해 유명해진 일반인이

라는 개인 인플루언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플루언서

가 공유하는 정보 및 게시물을 통해 팔로워가 지각할 수

있는 속성들의 효과를 파악했다는 점에서 시의성을 지

닌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감정변수로 애

착, 선호 등을 빈번하게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는 대상

에 대한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 차원의 충성심을 의미

하는 팬쉽의 개념을 새롭게 적용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팬쉽은 대상에 대해 강력한 심리적 애착과 능동적

참여를 이끌 수 있기 때문에(Backman & Crompton, 1991),

기업이나 브랜드의 성장과 수익 창출을 위해서도 팬쉽

을 가진 소비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를 통

해 팬쉽이 소비자 행동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각 변인들의 관계를 증명하였다. 특히, 팬쉽 형성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함으로써 충성적인

고객 관리를 위해 고려해야 할 이론적 틀을 확장하였다.

본 연구에서 팬쉽이 완전매개역할이 아닌 부분매개의

한정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소셜 네트

워크 맥락에서의 팬쉽 형성의 가능성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서 보다 정교한 팬쉽의 역할모델을 제안할 것을

기대한다.

이상의 학술적 의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실무적

제언을 할 수 있다. 오늘날 소비자는 SNS에서 제품 판매

를 목적으로 지나치게 인위적이거나 꾸며진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플루언서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기

때문에,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활용하고자 하는 실무자

들은 실제 경험을 기반으로 한 진정성 있는 스토리를 전

달할 필요가 있다. 한 예로 패션 브랜드마다 컨셉을 가

지고 있는 것처럼 SNS 패션 인플루언서 또한 자신이 추

구하는 컨셉을 소비자에게 확실하게 전달해야 한다. 소

비자는 패션 인플루언서가 자신만의 패션 스타일이나

고유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진솔하게 소통할 때 진정

성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컨셉을 전달할 때에도 단순히

독특하고 차별적인 방식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갖추어

인플루언서의 진솔하고 꾸밈없는 모습이 잘 드러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

수집을 위하여 편의표집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 방법은

접근이 용이한 조사대상을 표본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표

본의 편중이 생기기 쉽고, 대표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한

계점을 지닌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확률표집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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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체계적인 표집방법의 적용과 보다 구체적인 연구

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표본의 대표성을 높일 것을

제안한다. 또한 본 연구는 다수의 변수로 이루어진 구

조방정식 모형에 대해 구조분석을 실시하고자 모든 변

수를 투입한 포화모형을 만들어 분석하였다. 그러나 모

든 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수행하

는 경우, 하나의 개념구조에 대한 요인분석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투입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해석할

때 면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의

경우 진정성의 두 가지 요인구조와 매력성의 두 가지 요

인구조가 실증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따른

결과 해석에 주의를 요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SNS 패션 인플루언서 본 연구에서는 분석

방법의 한계로 인해 단일 차원으로 팬쉽을 측정하였지

만, 향후 연구에서는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팬쉽의 차원

을 세분화하여 살펴볼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팬쉽은 개

인이 느끼는 감정에 해당하지만, 특정 대상에 대해 잘 알

고 있으며 애착을 가지고 자신의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등의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 차원을 아우르는 복합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특히 팬쉽은 대상에 대한 헌신적이

고 광적인 행동을 불러일으킨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팬

쉽에 따른 소비자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후속연구에서는 심층 인터뷰와 같은 질적 연구방법을 병

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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