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is work tries to empirically validate the effect of influencers’ product-usage videos upon brand attitude and

purchase intention of consumers. More specifically, we choose 3 attributes of product-usage videos of influencers such

as expertise, trustworthiness, and attractiveness from our literature review. We collect 200 survey questionnaires in

2019 using Google survey forms from subjects who have watched influencers’ usage videos of fashion items. Our results

suggest that expertise and trustworthiness of influencers’ videos positively affect brand attitude of consumers, which

in turn positively influence their purchase intention. However, we have not found significant effect of attractiveness

of the videos upon brand attitude. We also confirm that brand attitude positively affect purchase intention as proposed

in the literature.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this work is that firms should focus and strengthen expertise and

trustworthiness of videos rather than attractiveness in order to enhance purchase intention of consumers and eventually

lead to their purchase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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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터넷을 주축으로 하는 정보기술의 응용과 확산

은 정보화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가운데 전자상거래는 기존의 마케팅 방식을 변화시

키는 새로운 기술로 등장하고 있다(변대호, 1998).

1994년 Amazon과 eBay가 인터넷상에서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문을 열면서, 국내에서도 1996년 인

터파크와 롯데닷컴의 전신인 롯데인터넷백화점을

시작으로 벤처기업과 대기업 종합몰 중심의 이커머

스(e-commerce) 시장이 형성되었다.

2000년대 초고속 인터넷망의 확산, 각 가정의 PC

보급률이 증가하면서 이커머스 시장의 인프라가 급

속도로 성장하게 된다. 지마켓, 옥션을 대표로 하는

오픈마켓과 1세대 소호 쇼핑몰 시대를 지나 2010년

대 소셜커머스 시대를 거쳐 현재까지, 이커머스 시

장은 해마다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인터넷 기술의 발전과 함께 스마트폰의 등

장을 통한 모바일 서비스의 발달과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발달이 주된 원인이 있다.

SNS의 발전은 사용자들이 소비하는 콘텐츠의

형태와 함께 이루어지게 되는데, 트위터와 같은

텍스트를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를 시작으로 페이

스북, 인스타그램을 대표로 하는 이미지 중심의

서비스를 지나 현재는 유튜브와 같이 영상콘텐츠

위주의 매체를 소비하게 되었으며, 해당 매체를

활용한 비즈니스, 마케팅, 프로모션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 가운데 1인 크리에이터라고도 불리

우는 인플루언서(Influencer)가 주목을 받기 시작

했다. 인플루언서들은 각종 디지털 매체를 기반으

로 강력한 팬층을 확보하며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

으며,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플랫폼으로 각광받고

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잠재 소비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인플루언서를 찾고, 마케팅 활동을 인

플루언서에게 맞춰서 하는 것이다(손동진, 김혜경,

2017). 전통적인 채널보다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구매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국내뿐 아니

라 해외에서도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활발하게 진

행이 되고 있다.

인플루언서 관련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

지만,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하기 위한 정보는 아

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인플

루언서의 패션 제품사용 영상을 시청한 소비자의

영상 속의 제품에 대한 브랜드 태도와 구매의도와

함께 인플루언서의 전문성과 콘텐츠의 진실성, 인

플루언서에 대한 매력성을 분석하여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거나 또 진행하고자 하는 브

랜드 및 기업들이 비즈니스 및 마케팅에 효율적으

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인플루언서 개념

소셜 미디어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다

매체 다채널 시대로 접어들면서 소비자들은 과거보

다 많은 광고량에 노출되고 있다(이명천 2010). 소

셜 미디어의 급격한 발전은 각 기업이나 브랜드가

만들어내는 콘텐츠의 직접적인 브랜드 프로모션 이

상의 파급력을 발휘하며 소비자들이 공유하여 인터

넷에 올리는 특정 제품 또는 브랜드에 대한 의견이

나 평가는 다른 소비자들의 인식과 구매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김란, 2017).

이러한 현상 때문에 인플루언서를 마케팅에 효

과적으로 이용해보고자 하는 브랜드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인플루언서와 기업, 브랜드를 연결

해주는 플랫폼 사업도 늘어나고 있다.

인플루언서는 특정 네트워크 안에서 다수의 의사

결정이나 의견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소수의 사람들

을 지칭한다(Bulte and Joshi, 2007). 인플루언서

는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구조의 중심에 위치하여

여러 사람들을 이어주고 네트워크 전반의 정보

확산에 기여한다는 특징을 지닌다(Barabasi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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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ert, 1999). 특히 소셜 네트워크 채널의 인플루

언서는 자신이 사용한 제품이나 판매할 상품에 대

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고 연출한다는 특징이 있

으며, 초기 콘텐츠 제작부터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대중들에게 직접 유통시킨다는 점에서 “콘텐츠 크

리에이터”라고도 불린다(김우빈, 2017).

이러한 점에서 인플루언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 미디어 등 사용자간의 관계가 중심인 채널에

서 대중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소수의 일반인을 의

미하며(박혜수 외, 2014), 흔히 디지털 플랫폼에서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어 내어 타인에서 공유함

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하는 개인이나 집단을 지칭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조성우, 2011).

마케팅적 관점에서 인플루언서는 제품, 서비스

에 대한 정보를 다수에게 제공하고 타인에게 제품

에 대한 지각, 태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지닌다(조승호,

조상훈, 2013).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란 용어가 등장하기 이전에

도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 보다는 일반인의 사용

후기, 블로거의 리뷰, 입소문 마케팅 등 정보 전달

자가 자신과 비슷할 때 정보의 전달과 설득력이

더 높아지는 현상들을 볼 수 있었다. 즉 소비자는

사용자의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인플루언서

는 미리 제품을 소비하고, 어느 특정 영역이나 제

품의 전문가이자 정보를 전달해주는 정보 전달자

의 역할까지 수행하게 되었다. 인플루언서를 추종

하는 팔로워 수가 많을수록 인플루언서의 콘텐츠

는 빠른 확산 속도와 파급효과를 지니게 된다.

인플루언서는 기업과 브랜드보다 소비자에게 훨

씬 더 신뢰를 줄 수 있는대상이며, 그들이생산하고

기획한 정보는 패션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뿐만

아니라 구매행동까지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또한 그들이 활용하는 채널, 네트워크에

서 그들이 지닌 영향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소셜 미디어 시대에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인플루언서에 대하여 실증적

인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자신의 소셜 미디어

에서 자신의 패션 취향이나 패션 관련 제품을 홍보

및 판매하는 영향력 있는 개인을 패션 인플루언서로

정의하고, 그들의 패션 제품 사용 영상이 소비자들

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2.2 인플루언서의 제품 사용 영상의 평가 속성

인플루언서의 영상은 마케팅으로 활용될 만큼

고객과의 접점에 있으며, 영상 콘텐츠를 통해 소

비자에게 제품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할 수

있다. 즉, 인플루언서는 소비자가 제품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원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

마케팅에서 정보원이나 커뮤니케이터들은 설득

하는 메시지를 제공하며, 제공자의 속성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동일한 설득하는 메시지를

제시하더라도 소비자가 그 정보원에 대해 가지는

감정이나 태도에 따라 설득 메시지에 대한 태도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신영웅, 2013). 그

리고 이러한 감정이나 태도를 형성하게 하는 것이

정보원이가지는신빙성(credibility)과매력성(attrac-

tiveness)인 것이다(김영석, 2005).

Hovland and Weiss(1951)는 신빙성은 전문성

(expertise)과 신뢰성(trustworthiness)으로 구성

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전문성은 설득적 메시지의

정보원이자신의분야에대해잘알고있으며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소비자가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김영석, 2005). 또한, 신뢰성이란 정보원이

특정주제나이슈에대해사심없이순수한동기에서

그자신의입장이나생각또는의견을제시하고있다

고 받아들여지는 정도를 의미한다(김영석, 2005).

Olaisen(1990)은 온라인 신뢰성과 관련하여 인지적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영향력(influ-

ence), 진실성(trustworthiness), 능력(competence),

믿음직함(reliability), 관련성(relevance) 등이 주요

요소라고 하였다.

매력성은 정보원과 소비자 간의 동일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보원에게서 인지되는 유사성(simila-

rity), 친밀성(familiarity), 그리고 호감성(likability)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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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는다(곽동선, 김성기, 2004). 유사성은 자

신과 비슷하다고느끼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

을 말한다(차배근, 1992). 친밀성은 정보를 얻는 소

비자들이 정보원을 친근하게 느끼는 것을 뜻하는

데, 정보원과 소비자 사이에 형성된 친근감은 정보

원과 수용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촉진시켜 결과적

으로 설득효과를 높인다(McGurie, 1968). 호감성

은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정보원

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게 되어 그에 의해 설득효과

가 높아지는 것을 말한다(곽동선, 김성기, 2004).

본 연구에서는 인플루언서의 제품 사용 영상 콘텐

츠가 브랜드 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하기 위하여 영상 콘텐츠의 속성으로 전문성과 진실

성, 매력성을 선택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2.1 전문성의 개념

전문성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정보원이 특정 메시

지의 주제에 대하여 올바른 해결방안이나 정확한

판단을 제시할 수 있다고 수용자가 지각하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McCracken, 1989). 또한 전문성

은 정보원이 타당한 주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

다고 수용자가 지각하는 정도이다(Hovland et al.,

1953). 정보 수용자는 메시지에 노출된 제품에 대

한 지식의 정도를 근거로 정보원의 전문성을 판단

하며, 전문성이 있다고 지각하는 경우 제시된 메시

지에 쉽게 설득된다(신영웅, 조창환, 2014).

전문성은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태도나 구매에도

영향을 미친다. Ohanian(1991)은 유명인의 광고에

서 전문성과 실질적인 구매가 관련 있다는 것을 주

장했고(Ohanian, 1991), Goldsmith et al.(2000)은

온라인상의 정보원이 소비자의 제품태도와 구매의

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Goldsmith

et al., 2000).

또한 소비자들은 소셜 네트워크상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의 경우 콘텐츠의 내용과 정보 수준,

댓글, 팔로워 수 등 즉각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지표로 전문성을 판단한다. 다른 매체와 동일하게

정보원의 전문성이 높을 때는 수용자를 설득하는

데 용이하지만(신영웅, 조창환, 2014) 낮을 경우

수용자는 방어적 태도와 부정적 견해를 가지게 된

다(조수영, 2010).

이상의 선행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전문성은

인플루언서에 대한 평가 및 태도에 중요한 영향이

있는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

플루언서의 제품 사용 영상의 세부 요인으로 전문

성을 설정하고, 소비자의 관점에서 지각한 인플루

언서의 전문성이 지닌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2.2.2 진실성의 개념

진실성은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원이 특정 이슈

와 관련된 지식이나 기술, 경험을 가졌고 편견 없

는 의견과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믿는 수신자의 인식 정도이다(Belch and Belch,

1994). 또한, 진실성이란 정보원이 메시지 수용자

의 행동 또는 태도를 특정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얼마나 진실 되고 믿을 만한 정보를 제공

하는 있는지 수용자가 지각하는 정도이다(성동규,

박상호, 2005). 즉 진실성은 제공되는 정보의 가치

가 소비자에게 얼마나 진실하게 느껴지는지에 대

한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정보원이 특정 주제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솔직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려

고 할 때, 정보원에 대해 높은 진실성을 갖게 된다

(양종아, 김현철, 2016). 소비자가 진실성이 높다

고 지각하는 정보원이 전달하는 메시지에 노출되

었을 때, 그 내용을 타당하게 믿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메시지에서 주장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가지게 된다(조전근, 2008).

인플루언서의 콘텐츠에서 진실성은 조작, 왜곡,

상업성 등이 제외된 진정성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

었을 때 소비자들에게 인지될 수 있으며, 강한 유

대감과 신뢰도를 형성 할 수 있다. 또한 콘텐츠에

나오는 제품에 대한 태도 역시 호의적이 될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플루언서의 제품 사용 영

상의 세부 요인으로 진실성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

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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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매력성의 개념

인플루언서의 영상 콘텐츠에 사람들이 반응하고

열광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는 양방향성,

즉 영상을 시청하는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커뮤니

케이션을 하면서 콘텐츠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것 때문이다.

커뮤니케이션 연구들은 타인에 대한 인식이 어

떻게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해왔으

며, 타인의 매력성(Attractiveness)은 대인관계 형

성에 기초가 되는 요인으로 간주되어왔다(Batool

and Malik, 2010). 전통적인 사회심리학 연구에서

는 타인에게 매력적이라고 지각되는 사람은 공정

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시간이 지날수

록 사회적 혜택이 축적된다고 주장한다(Tedeschi,

1974). McCroskey and McCain(1974)은 매력성

은 ‘타인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판단, 상대의 존재

감에 대해 좋게 느끼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정의

하였다(McCroskey and McCain, 1974). 매력에

대한 초기 연구는 육체적인 매력에 중점을 두었으

나, 매력성이 타인과의 관계적인 면에 영향을 미

치는 것이 밝혀지면서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는

연구들이 진행 되었으며, 메시지의 설득 효과까지

가지게 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매력성은 개인의 대인 관계, 브랜드, 기업, 국가

차원으로까지 확대되어 영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주요 속성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커뮤니케이션 및

사회 심리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어 그 중요성

이 증가하고 있다(김정렴, 전종우, 2016). 일반적으

로 수용자들은 매력이 있다고 인식되는 정보원에

대해 긍정적 감정을 형성하고 쉽게 설득 당하는 경

향이 있으며(McGuire, 1985), 따라서 정보원천의

매력도가 높을수록 소비자의 메시지 수용도 역시

함께 증가하게 된다(홍등용, 2005). 즉 매력성은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로 활

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매력성을 인

플루언서의 제품 사용 영상에서의 세부 요인으로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2.3 브랜드 태도

태도란 자극에 대해 거부하거나 동조하고자 하

는 감정이나 느낌의 총량 이다(Mowen, 1995). 브

랜드 태도란 특정 브랜드에 대해 개인이 느끼게

되는 호의적이거나 비호의적, 혹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에 관한 생각을 일컬으며, 특정 브

랜드에 대해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일관성 있

게 반응하려는 소비자들의 성향으로, 이는 브랜드

에 대해 일관되게 평가하는 소비자의 학습된 경향

또는 선입견이며 소비자가 평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형문, 2013).

Low and Lamb(2000)는 브랜드 태도를 소비자

가 인지하는 브랜드에 대한 일관적인 반응으로 정

의하였다. 브랜드 태도는 브랜드를 선호하는 정도

를 반영하는 인지상태로 브랜드에 대한 평가적인

정보만을 내포하고 있으며 구매반응을 특정 브랜

드로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Howard, 1994)

또한 브랜드 태도를 품질 및 품질이 만들어내는

만족의 측면에서 브랜드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라

고 정의할 수 있으며, 브랜드에 대해 소비자들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태도가 존재하지

만, 브랜드의 품질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가장 중

요하다고 할 수 있다. 브랜드 태도가 중요한 이유

는 소비자들이 상품 및 브랜드에 대해 취하는 행

동에 대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Keller, 2003).

또한 시장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소비자가 의

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브랜드 태도가 상대

브랜드의 공격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작용될 수 있

다(Haugtvedet and Petty, 1992).

한편, Homer and Yoon(1992)은 광고의 메시지

와 관련되어 있는 광고와 브랜드에 대한 태도의

형성과 구매의도에 대한 연구를 하였는데, 그들은

브랜드 태도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 또는 이용

하려는 소비자의 성향이며, 감정을 토대로 형성되

는 구매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보

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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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모형

2.4 구매의도

구매의도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경향이자, 이는일반적으로구매하려는의사

로 치환되어 측정된다(Assael, 1995). 또한 구매의

도는 고객이 미래에 어떠한 기업 제품 또는 서비스

를 구매하려는 의도라 정의하였다(윤지환, 공효순,

정삼술, 2004).

마케팅에 있어 구매의도는 “대상에 관한 소비자

의 관심과 구매 가능성의 평가를 종합한 개념으로

조사 시점에 있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변수인

참의도를내포하는통계학적과정의산물이며, 소비

자의 구매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으

로써 구매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도이다(Morrison,

1979; 이승엽, 이은영, 1989).

소비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해 줄 수 있는

브랜드를 선호하고 소비자의 개성과 일치하는 브

랜드에 대하여 높은 구매의도를 보인다(김정구, 안

용현, 2000). 브랜드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바탕으

로 소비자가 직접 행동으로 옮기고자 하는 주관적

인 심리 상태를 구매의도로 정의되며 이것은 충성

도의 행동적인 차원으로 볼 수 있다(박기남, 김기

운, 2001). 그리고 브랜드 태도를 형성하는 브랜드

선호 요인들이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김효진, 이효주,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플루언서의 제품 사용

영상 시청을 통해 브랜드 태도가 형성되는지, 형

성된 브랜드 태도가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상관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인플루언서의 패션 제품 사용 영상이

브랜드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앞서 확인한 선행 연구들의 내용을 통해 마케팅

또는 광고에서는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소비자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정보원은 설

득 메시지를 소비자에게 제시하여 소비자에게 메

시지에 대한 태도나 반응을 이끌어낸다는 것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소비자가 감정과 태도를 형성하

게 하는 것은 정보원의 신빙성과 매력성 등의 속

성이기 때문에(김영석, 2005), 본 연구에서는 영상

콘텐츠의 속성으로 전문성, 진실성, 매력성을 선택

하였으며, 해당 속성들이 소비자의 브랜드 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아래 [그림

1]과 같은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3.2 연구 가설 설정

본 연구는 인플루언서의 패션 제품 사용 영상이

브랜드 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기 위해, 2장 이론적 배경에서 고찰한 내용을 토대

로 검증해야하는 연구 가설을 도출하였다.

인플루언서는 영상 콘텐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

보를 제공하는 정보원의 역할을 수행하며, 정보의

속성에따라소비자의태도와반응이달라진다.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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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된 연구에 따르면, 해당 속성들은 소비자들이

영상 콘텐츠의 메시지를 수용하고 지각된 메시지를

바탕으로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것을 알수 있다. 따

라서 인플루언서의 패션 제품 사용 영상의 전문성과

진실성, 매력성이 영상 속의 제품 또는 서비스에 긍

정적인영향을 미칠것이라 예상 할 수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 인플루언서의 패션 제품 사용 영상의 전문

성은 브랜드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 인플루언서의 패션 제품 사용 영상의 진실

성은 브랜드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 인플루언서의 패션 제품 사용 영상의 매력

성은 브랜드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 브랜드태도는제품구매의도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핵심 변수들인 인플루언서의 패션

제품 사용 영상, 브랜드 태도, 구매의도 등에 대한

과학적 측정 및 분석 작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작적 정의를 하고자 한다.

3.3.1 인플루언서의 패션 제품 사용 영상

본연구는앞의내용에서살펴본선행연구를바탕

으로, 인플루언서의 패션 제품 사용 영상의 세부 요

소를 전문성, 진실성, 매력성 3가지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문성은 인플루언서가 제공하는 콘

텐츠의 독창성, 패션관련 전문 지식 및 연출능력 등

을 의미한다. 진실성은 인플루언서의 콘텐츠의 내

용의 일관성과 진실함 등을 의미하며, 매력성은 영

상 콘텐츠를 본 후 인플루언서에게 느끼는 긍정적

태도나 호감도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는 인플루언서의 제품 사용 영상에 대해,

전문성을 측정하는 항목 8가지, 진실성을 측정하는

항목 10가지, 매력성을 측정하는 항목 10가지 등

총 28개 항목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이 항목들은

Gilmore and Pine(2007), 최윤슬과 이경렬(2013),

김정렴, 전종우(2016), 서용구외(2014), 김은정(2009),

양혜원(2016)의연구에사용한항목을참고하되, 본연

구의 목표에 맞는 항목을 선별 및 수정, 보완하였다.

30개의 항목에 대한 평가 척도는 리커트 5점 척

도를 사용하였다. 1점은 ‘매우 그렇지 않다’, 2점은

‘그렇지 않다’, 3점은 ‘보통이다’, ‘4점은 그렇다’, 5

점은 ‘매우 그렇다’의 척도로 구성되었다.

3.3.2 브랜드 태도

앞의선행연구를바탕으로본연구는브랜드태도

를 ‘특정 브랜드에 대해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일관성 있게 반응하려는 소비자들의 성향 및 평가

행위’로정의하였다. 이에따라본연구의브랜드태도

에대한설문항목을 4가지로구성하였다. Gantz and

Wenner(1995), Pentecost and Andrews(2010), 한

상린 외(2015)의 연구에서 활용한 항목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3.3.3 구매의도

선행 연구의 내용을 토대로 구매의도를 고객이

미래에 어떠한 기업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려

는 의도로 정의하였다. 설문 항목을 4가지로 설정

하였으며, 김은정(2009), 양혜원(2016)의 연구에서

사용한 항목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 활용 가능하도

록 수정된 문항을 사용하였다.

3.4 측정도구

본 연구는 인플루언서의 패션 제품 사용 영상이

브랜드 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검

증하고자 한다.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품 사

용 영상의 속성과 브랜드 태도, 구매의도를 선행 연

구들을 토대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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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될 설문지는 인플루언서의 패션 제품 사용 영

상의 요인과 브랜드 태도, 구매의도, 응답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며 인구통계

학적 특성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전부 리커트식

5점 척도를 적용하였다.

인플루언서의 패션 제품 사용 영상을 측정하는

3가지 항목인 전문성, 진실성, 매력성을 묻는 30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브랜드 태도와 구매의도는

각각 4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최종 학력, 직업, 월 소득, 결혼

유무 등 6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3.5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인플루언서의 패션 제품 사용 영상이

브랜드 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규

명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문헌 조사와

실증 조사를 함께 병행하였는데, 실증 조사의 경

우 인플루언서의 영상을 시청해본 경험이 있는 사

람을 조사 대상으로 하되,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

문에 응답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설문

지는 구글(Google)에서 제공하는 설문지 폼을 활

용하였으며, 설문지의 웹 주소를 조사 대상자들에

게 개인 메신저 또는 이메일을 통해 배포하였다.

설문 조사는 2019년 5월 13일부터 6월 8일까지 4

주간 실시하였다. 인플루언서의 영상을 접할 수 있

는 채널이 많고, 직업에 관계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대상자들의 직업은 학

생, 주부, 자영업, 서비스업, 사무직, 생산직 등으로

다양하다. 본 조사 기간 동안 200부의 설문을 배포

하였고, 답변 내용의 신뢰성이 부족하거나, 답변 내

용이 부실하다고 판단된 30부를 제외한 170부의 자

료들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확정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IBM SPSS Statistics 25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수집된 조사 자료들을

분석하고 가설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

하고, 인플루언서 영상 시청 관련 응답을 조사하

여 결측치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제외하였다.

두 번째, 조사된 변수들의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

해,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성 검증을 위해

크롬바흐 알파 계수를 활용하였다.

세 번째, 한 변수의 변화에 따라 다른 변수에 어

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

시하였다.

네 번째,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들 간의 상호 관

계,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 결과

4.1 설문 응답자의 인구 통계학적 분석

본 연구를 위해 인플루언서의 패션 제품 사용

영상이 고객의 브랜드 태도와 상품구매의도에 미

치는 영향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으

로,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에 대한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성별, 연령, 직업, 학력, 월 평균 소득, 결혼

여부 등 6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빈도 분석을 시행

하고, 그 결과를 <표 1>에서 정리하였다. 빈도분

석의 주요 결과를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자 90명(52.9%), 여자 80명(47.1%)으

로 고른 분포를 나타냈다. 연령은 10대 7명(4.1%),

20대 64명(37.6%), 30대 64명(37.6%), 40대 22명

(12.9%), 50대 10명(5.9%), 60대 3명(18%)으로

20대와 3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9명(5.3%), 대학교 재

학 24명(14.1%), 대학교 졸업 67명(39.4%), 대학원

재학 30명(17.6%), 대학원 졸업 40명(23.5%)으로

분석되었다. 직업은 학생 33명(19.4%), 주부 9명

(5.3%), 자영업 17명(10%), 서비스업 14명(8.2%),

사무직 72명(42.4%), 생산직 4명(2.4%), 기타 21명

(12.4%)으로 분석되었다. 월 평균 소득은 100만원

미만 26명(15.3%), 100만원이상～200만원미만 10명

(5.9%),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48명(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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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태도 구매의도 전문성 진실성 매력성

브랜드태도 1

구매의도 .635** 1

전문성 .536** .397** 1

진실성 .642** .527** .522** 1

매력성 .431** .328** .526** .536** 1

<표 3>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35명(20.6%), 400만

원 이상～500만원 미만 24명(14.1%), 500만원 이상

27명(15.9%)으로 분석되었고, 결혼 여부는 미혼

114명(67.1%), 기혼 56명(32.9%)으로 분석되었다.

변수 세부집단 명(%)

성별
남자 90(52.9%)
여자 80(47.1%)

연령

10대 7(4.1%)
20대 64(37.6%)
30대 64(37.6%)
40대 22(12.9%)
50대 10(5.9%)
60대 3(1.8%)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9(5.3%)
대학교 재학 24(14.1%)
대학교 졸업 67(39.4%)
대학원 재학 30(17.6%)
대학원 졸업 40(23.5%)

직업

학생 33(19.4%)
주부 9(5.3%)
자영업 17(10%)
서비스업 14(8.2%)
사무직 72(42.4%)
생산직 4(2.4%)
기타 21(12.4%)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26(15.3%)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10(5.9%)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48(28.2%)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35(20.6%)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24(14.1%)

500만원 이상 27(15.9%)

결혼
여부

미혼 114(67.1%)
기혼 56(32.9%)

<표 1> 설문 응답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4.2 신뢰성, 상관관계 검증

4.2.1 신뢰성 검증

신뢰성이란측정결과에오차가포함되지않은정도

를 말한다. 측정 결과 점수에 오차가 포함된 정도가

적을수록그측정결과는신뢰할수있다고평가된다.

신뢰성을검증하기위해각변수들간의크롬바흐알파

(Chronbach’s Alpha)를 계산하였다. 사회과학에서

는크롬바흐알파값이 0.6 이상이면일반적으로신뢰

성이있는것으로판단한다(채서일, 2004). 본연구의

측정변수들에대한신뢰성분석결과, <표 2>와같이

모든변수들의크롬바흐알파값이 0.6 이상으로산출

되어 변수들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요인 항목 수 신뢰도

인플루언서의
제품사용 영상

전문성 8 0.691
진실성 10 0.866
매력성 10 0.747

브랜드 태도 4 0.661
구매 의도 4 0.792

<표 2> 신뢰성 검증 결과

4.2.2 상관관계 검증

신뢰성검증 후, 본연구의 모든 변수들 간의상관

관계분석을시행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은각변수들

간의 일차적인연관 관계의 강도를 측정하는 지수로,

변수들간의상관관계분석을통해분석결과의방향

성과 정도를 미리 예측할 수 있고, 각 변수들의구성

적 타당성과 일관된 방향성도 확인 할 수 있다(이훈

영, 2012). 일반적으로 상관관계 분석은 피어슨 상관

계수를 많이 이용한다. 본 연구의 변수들 간의 상관

관계 분석 결과를 정리해 보면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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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한계 VIF
(상수) .746 .340 2.194 .030
전문성 .343 .091 .256 3.775 .000 .642 1.556
진실성 .446 .065 .488 6.855 .000 .633 1.581
매력성 .036 .086 .030 .422 .674 .629 1.589

수정된 R제곱 = .459, df1 = 3, F = 48.738

<표 4> 인플루언서의 제품 사용 영상이 브랜드태도에 미치는 영향

*p < 0.05, **p < 0.01.

구분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한계 VIF
(상수) 1.059 .294 3.603 .000

브랜드 태도 .754 .071 .635 10.649 .000 1.000 1.000
수정된 R제곱 = .399, df1 = 1 , F = 113.393

<표 5> 브랜드 태도와 구매의도 간의 단순회귀분석 결과

상관관계분석 결과, 대부분의 변수들간의상관관

계는 +0.4～0.7 사이에 분포하여비교적 양호한상관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매력성과 구

매의도의 경우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적으로 사회 과학 분야에서는 상관관계가 ±0.

7～0.9이면 상관관계가 높고, ±0.4～0.7이면 상관관

계가 다소 높으며, ±0.2～0.4이면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여겨지며, 양수는 정(+)의 상관관계를, 음수

는 부(-)의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해석된다(송

지준, 2015). 이를 통해매력성을제외한변수들간의

상관관계와 타당성이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4.3 회귀분석

다중 회귀모형을 사용하여 연구 가설을 검정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의 검증을 위하여 전문성, 진실성, 매력성 3가지의

독립변수와 종속 변수인 브랜드태도, 구매의도를

토대로 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3.1 인플루언서의 패션 제품 사용 영상이 브

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인플루언서의 패션 제품 사용 영상의 전문성, 진

실성, 매력성이 브랜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기 위한 다중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4>

와 같다.

분석결과를확인하면, 종속변수브랜드태도에대

한 수정된 R제곱 값은 45.9% F통계량 값은 48.738

이다. 독립변수 전문성과 진실성의 유의 확률은 .000

이고, VIF(분산 팽창 요인)값 역시 10.0 이하이기 때

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다중 공선성 문제도 제거

되었으나, 독립변수 매력성의 경우 유의 확률이 .674

로 유의하지않은결과가 나왔다. 인플루언서의패션

제품 사용 영상과 브랜드태도 간의 다중회귀분석 결

과, 브랜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전문성, 진실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매력성의

경우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4.3.2 브랜드 태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브랜드 태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순회귀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종속 변수 구매의도에 대한 수정된 R제곱 값은

39.9%, F는 113.393, 유의도는 .000이므로, 이 회

귀분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브랜드 태도와

구매의도간의 단순회귀분석 결과, 브랜드 태도의

표준화된 계수 베타 값이 0.635로 구매의도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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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 결과

4.4 가설 검증 및 결과 해석

회귀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한 결과를 요약하면 <표 6>과 같다.

가설 세부가설 가설검증

가설
1

인플루언서의 패션 제품 사용 영상의
전문성은 브랜드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2

인플루언서의 패션 제품 사용 영상의
진실성은 브랜드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3

인플루언서의 패션 제품 사용 영상의
매력성은 브랜드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4

브랜드 태도는 제품 구매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표 6> 연구모형의 가설 검증 결과

본 연구의 독립 변수 인플루언서의 패션 제품

사용 영상이 종속 변수 브랜드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독립 변수 전문성, 진

실성은 브랜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되어 해당 가설은 채택 되었고, 독립 변수 매력성

에 대한 가설은 기각되었다.

매력성의 경우 인플루언서의 영상에서 중요한

평가 요소임을 확인 했지만, 전문성, 진실성에 비

해 소비자의 브랜드 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

향력이 작은 변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소비자가 전문성과 진실성에 대해서 높게 받아들

인다면, 매력성에 관계없이 브랜드 태도나 구매의

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 브랜드 태도는 제품 구매의도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5. 연구 결과

5.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인플루언서의 패션 제품 사용 영상이

종속 변수 브랜드 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그림 2]와 같다.

첫 번째, 가설 1 ‘인플루언서의 패션 제품 사용

영상은 브랜드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

다.’는 다중회귀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

으로 검증되었다. 세부 가설 1-1 전문성과 1-2 진

실성에 대한 가설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문성의 표준화된 베타 값은 0.256,

진실성의 표준화된 베타 값은 0.488로 진실성이

브랜드 태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가설 1-3 매력성에 대한 가설에서 매력성의 표

준화된 베타 값은 0.030, 유의 확률 0.674로 유의

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가설은 기

각되었다.

두 번째, ‘인플루언서의 패션 제품 사용 영상을

통해 형성된 브랜드 태도는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

칠 것이다’라는 가설은 브랜드 태도의 표준화된

계수 베타 값이 0.635로 브랜드 태도가 구매의도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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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실증과 검증 과정을 통해 인플루언서

의 패션 제품 사용 영상이 브랜드 태도에 영향을

주고, 브랜드 태도가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가설과 예측은 분석된 실증 자료들을

통해 유효성이 증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패션

인플루언서들 뿐 아니라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진

행하고자 하는 브랜드나 기업에서도 마케팅의 효

과를 높이기 위해 충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5.2 연구의 시사점

인플루언서의 패션 제품 사용 영상을 통해서 긍

정적인 브랜드 태도가 형성된 고객들은 영상에 등

장하는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가 높아진다는 사실

을 본 연구의 이론과 문헌적 검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를 설문 조사를 통해서 자료 분석

을 통해 검증을 했다는 것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인플루언서의 제품 사용 영상에서 전문성과 진

실성을 느낀 소비자들은 제품에 대한 긍정적 브랜

트 태도를 형성하며, 구매의도까지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은 결국 브랜드와 기업의 직접적인 매출과

연관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마케팅을 위해 인플루언서를 활용할 경우 매력

적인 인플루언서와 콘텐츠에 사람들에게 흥미를

끌 수 있는 요소를 넣는 것도 필요하지만, 소비자

들의 구매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해당 제품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소비자가 간접적으

로 체험 할 수 있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인플루언서를 활용해야 한다

는 점과 영상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 시 거짓 정

보는 물론이거니와 상업성이 많이 보이는 영상 보

다는 실제 소비자와 같은 입장에서 해당 제품을

사용하고 리뷰하는 진실성 있는 콘텐츠가 소비자

의 브랜드 태도와 구매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다는 사실을 검증하였다.

실제로 소비자들이 인플루언서를 선호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과대 및 허위 광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인플루언서

의 개인적인 매력성 보다는 인플루언서가 가진 전

문적인 지식 및 진실성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인

지도가 높은 연예인 마케팅 또는 다수의 팔로워를

가진 소셜 네트워크 사용자들을 레버리지로 활용

한 마케팅 정도로 인식하는 현실은 본 연구의 결

과와는 사뭇 상치하는 내용이다. 오히려 소비자가

관심을 가지는 상품에 대한 전문성을 지니고 있으

며 편파적이지 않은 신뢰성을 구축하여 진실성이

높은 사실을 전달하는 인플루언서의 위상을 확고

히 정립하는 것이야 말로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

한 피상적인 이해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시행착

오를 피할 수 있는 방안임을 알 수가 있다.

본 연구의 이러한 시사점은 인플루언서 마케팅

을 진행하고 있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각 브랜드와

기업의 마케팅 효율과 매출 성과에 도움이 되는

이론적, 실무적 지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5.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앞서 실증적 분석의 결과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

하였으나 본 연구는 다음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 절에서는 연구가 지닌 한계점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설문조사 진행 시 응답자에게

인플루언서의 패션 제품 사용 영상을 본 적이 있

는지 예시와 함께 질문에 응답하도록 요청하였다.

그 후 제품 사용 영상의 전문성과 진실성, 매력성

등을 측정하는 문항에 응답을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공통된 인플

루언서가 아닌 응답자 개개인이 경험한 인플루언

서를 연상하여 설문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인플루

언서 선정 기준을 완벽하게 통제되지 않았다. 이

러한 한계는 향후 보다 통제가 강화된 실험연구를

통해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인플루언서의 제품 사용 영

상의 구성 요인을 크게 전문성과 진실성, 매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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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3가지 요인이

과거부터 광고 모델, 유명인 등을 평가할 때 다뤄

지는 요인이지만, 이 외에도 다양한 요소들을 추

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인플루언서의 제품 사용

영상 중 패션 항목에 대해서 한정해서 분석을 진

행하였다. 현재도 계속해서 인플루언서들이 생겨

나고 있고, 마케팅 플랫폼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

에, 인플루언서의 제품 사용 영상의 내용이나 설

명에 대한 분석이 제품군에 따라 더 세부적으로

나누고 각 제품군에 특화된 요인을 검증 할 수 있

는 심도있는 측정 항목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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