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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social media's fashion advertisements. A survey was taken among              

men and women in their twenties who had experiences with fashion brand social media. A total of 270               

questionnaires were used in this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factors of content and pursuit               

of information had positive (+ ) impacts on advertisement attitude for both men and women in the fashion               

brand communities. Only the pursuit of information had positive (+) effects on men's brand attitude; however,               

economy, self-satisfaction, and the pursuit of information influenced women's brand attitude and purchase            

intention. Secondly, in fashion brand video UCCs, pursuit of information and the formation of relationships              

had positive (+) impacts on men and women, respectively. The formation of relationships had positive (+)               

impacts on men's brand attitude; however, the formation of relationships and the pursuit of information              

influenced women's brand attitude. The pursuit of information and formation of relationships had a positive              

(+) influences on men's and women's purchase intention, respectively. Men had differences in the pursuit of               

information and advertisement attitude in the two types of fashion brand communities and video UCCs;              

however, women had differences in economy and self-satisfaction, advertisement attitude, and brand attitude            

in the two types. The study results provide basic data by examining men and women in their twenties who               

have easy access to the Internet for advertisement attitude, brand attitude, and purchase intention in social               

media as an online fashion advertising media as well as useful information for establishing marketing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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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서  론
 

오늘날 인터넷 사용의 대중화, 네트워크 환경의 발전     

은 기업으로 하여금 장소, 시간적 공간에서 벗어나 다양     

한 고객들과 접속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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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효율적으로 비즈니스를 수행하기 위해 디지털     

마케팅에 관심을 갖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

한국방송광고공사에 따르면 오늘날 광고시장에서   

인터넷은 TV, 신문에 이은 3번째 매체로 부상하고 있       

으며 세계불황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     

고 있다(“Advertising market”, 2008). 패션산업에서    

도 역시 예외는 아니다. 겨울 신상품 광고로 뚱뚱해야       

할 패션잡지들이 모델만큼이나 날씬해졌다고 월스트    

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Park, 2009). 많은 패션브랜    

드들이 패션산업의 불황으로 인해 잡지의 광고예산을     

삭감하고, 비용이 저렴한 인터넷 광고로 관심을 이동시      

키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와 더불어 인터넷 광고매체로      

서 소셜 미디어(Social Media)는 패션산업에서 좋은 대      

안이 되고 있다.

또한 패션제품의 인터넷 광고유형은 종전의 주를 이      

루던 소비자 유도형인 검색엔진, 배너, 광고 콘텐츠형      

인 웹사이트, 후속 마케팅형인 이메일(Ko & Mok, 2001)       

에서 인터넷 광고시장의 활발한 성장과, 신기술의 개      

발 및 도입으로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무차별적이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끌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 광고들(팝업, 팝 언더, 사운드배너, 전면      

광고 등)은 반강제적이고 오히려 짜증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만든다(Son, 2001). 그러나 인터넷 광고의 속성      

중 상호작용이 포함된 광고가 그렇지 않은 광고보다 보       

다 긍정적인 광고효과가 있다고 나타남에 따라(Lee et      

al., 2007), 무선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발달을 통      

한 인터넷 광고매체로서 소셜 미디어는 Web 2.0 기반       

으로 하여 소비자들과 활발히 상호작용을 하는 인터넷      

광고매체가 되게 하였다.

온라인 비즈니스 전략 컨퍼런스에 참석한 김현철     

SK 커뮤니케이션즈 부장은 소셜 미디어는 그 자체가      

엄청난 광고시장이라며 지난 2006년 4억 8000만 달러      

에 불과하던 세계 소셜 미디어 광고시장은 4년 동안 연        

평균 65%나 급증, 2010년에는 무려 35억 5900만 달       

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브       

랜드 미니홈피는 소비자에게 광고수단이라는 거부반    

응이 아니라 상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홍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곳이라는 느낌을 준다는 장점을 들며 그       

에 대한 성공 사례로 문을 연지 한달 만에 1만 명의         

일촌 신청 쇄도, 판매가 급증한 리바이스 미니홈피를      

꼽았다(D. J. Jang, 2009). 그 뿐만이 아니라 샤넬, 버버        

리와 같은 럭셔리 브랜드들 역시 소셜 미디어, 트위       

터, 페이스북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며 갭은 내가 참       

여행동하는 어플, 바나나리퍼블릭의 생활 속 유용한     

정보제공 어플, 아디다스 오리지널스의 감각적인 화보     

와 영상을 수록한 스타일 북 등의 다양한 형태의 소셜     

미디어를 통한 그들의 마케팅 전략을 설정하고 있다.

지난 인터넷 패션광고와 관련하여 연구동향을 살펴     

보면(Chung & Lee, 2001; Chung, 2003; Jo, 2007; Ko &     

Mok, 2001) 배너광고, 웹사이트, 이메일을 통한 협의     

의 의미로서 인터넷 광고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졌으며 최근 몇 년간에 걸쳐 의류브랜드 커뮤니티에     

관한 연구(Hong & Kim, 2005; Kim, 2008; Kim et al.,     

2009; Ko & Kwon, 2006)가 활발히 진행되었지만 아     

직은 미비하며, 패션브랜드 동영상 UCC 연구는 전무     

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인터넷 패션브랜드 광고매체로서 소셜 미     

디어의 효과를 검증하고 추후 전략적인 마케팅 수립이     

필요하다. 

II. 이론적 배경
 

1. 광고태도 

광고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판매효과    

와 커뮤니케이션 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판매     

효과는 광고비와 판매액의 관계를 비교함으로써 얻을     

수 있으나 판매효과가 광고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업전략과 촉진수단과 마케팅 환경 등     

에 의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이     

어렵다. 따라서 광고가 수용자의 주의, 인지, 관심, 태     

도, 행동변화에 미친 영향을 측정함으로써 광고효과로     

삼는데 이것이 커뮤니케이션 효과의 측정이다(Chung,    

2003). 또한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측정함에 있어 태     

도는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한 요인     

으로 사용되어 왔다(Wilkie, 1990). 

이처럼 커뮤니케이션 효과측정을 광고효과로 보며,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측정함에 있어 가장 빈번한 관심     

의 대상이 되는 것은 광고의 태도(이하 광고태도), 광     

고되는 브랜드에 대한 태도(이하 브랜드 태도), 구매     

의도이다(Yoo et al., 2008). 광고태도(Attitude toward an     

advertisement)는 어떤 특정한 광고에 대해서 노출상황     

이 그 광고자극에 대해 호의적 혹은 비호의적으로 반     

응하는 경향성을 의미하며 Mackenzie et al.(1986)의     

연구에서 광고태도는 제품에 대한 태도에 직접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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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며 구매의도로 연결됨을 증명하     

였다. 브랜드 태도(Attitude toward a brand: Ab)는 특       

정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전반적인 평가를 기초로      

하여 정의되며 소비자들이 브랜드와 관련하여 취하     

는 행동이나 선택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고 추       

후 구매의도에까지 영향을 준다(Keller, 1993). 구매의     

도(Purchasing Intention: PI)는 태도의 세 가지 요소,      

즉 인지적 요소, 감정적 요소, 그리고 행동적 요소 중        

행동적 요소에 속하며 모든 광고의 최종 효과지표라      

할 수 있으며 확신단계에 해당한다(Ko & Mok, 2002).

 

2. 브랜드 커뮤니티와 브랜드 태도 

온라인 브랜드 커뮤니티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     

화된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다. 즉, 특정 브랜드에 관        

심이 있거나 특정 브랜드 제품을 소유한 사람들이 인       

터넷 가상공간에 모여 이루는 공동체로서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능동적으로 정보를 나누거나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또한 온라인 브랜드 커뮤니티 역시 크게 개       

설주최에 따라 특정 브랜드에 열광하는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형성한 ‘유저 자발 형 커뮤니티’와 마케팅      

목적으로 기업이 홈페이지에 구축한 ‘기업 개설 형 커       

뮤니티’로 분류할 수 있다(Hong et al., 2007). 

특히 소셜 미디어의 하위 차원으로서 온라인 브랜드      

커뮤니티는 소비자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발전 시     

킬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며 특정의 브랜드에 흥미       

가 있는 사람들끼리 상호작용이 강하게 촉진되어 브      

랜드나 기업에 대한 충성도를 높여 주는 특성이 있다       

(Fernback, 1997; Hong et al, 2007; Suh et al., 2007).

패션브랜드의 경우 제품, 광고, 가격, 유통 등에서 각       

기 차별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 특정 패션브랜드에 대       

한 높은 관심, 선호, 구매를 보이는 소비자들 간에는 동        

질 의식이 형성되기 쉬운 반면, 다른 사람들과 자신       

을 구분 지으려는 경향이 높아 그들만의 커뮤니티 활       

동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많다(Lim & Hwang, 2007).       

따라서 패션업계에서의 브랜드 커뮤니티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다.

Muniz and O'Guinn(2001)에 의하면 브랜드 커뮤니     

티를 고객-고객-브랜드의 관계로 정의하였으며, 고객    

은 브랜드 소유와의 관계를 통하여 가치를 가지기도 한       

다(Belk, 1988; Holbrook & Hirschman, 1982; Wallendorf      

& Arnould, 1988). 

또한 특정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전반적인 평가를      

기초로 하여 정의되며 브랜드 태도는 소비자들이 브랜     

드와 관련하여 취하는 행동이나 선택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Keller, 1993). 또한 브랜드 태도는 추     

후 구매의도에까지 영향을 준다. 구매의도(Purchasing    

Intention: PI) 태도의 세 가지 요소, 즉 인지적 요소, 감     

정적 요소, 그리고 행동적 요소 중 행동적 요소에 속하     

며(Ko & Mok, 2002) 모든 광고의 최종 효과지표라 할     

수 있다. Lavidge and Steiner(1961) 연구에서는 구매     

의도는 광고효과의 단계에 있어서 확신단계에 해당     

한다고 한다. 

온라인 패션브랜드 커뮤니티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     

분해 볼 수 있다. 첫째, 특정 패션브랜드에 관심이 있     

는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포털사이트에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것과 둘째, 기업이 브랜드 소비자들과의 관     

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자사 웹사이트에 의도적으로     

형성한 커뮤니티이다. 기업 개설 형 커뮤니티는 또한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운영된다. 하나는 독립적인 브     

랜드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웹사이트 내에 브랜드 커     

뮤니티를 입점 시키는 형태와 다음, 싸이월드 등과 같     

은 커뮤니티 서비스 제고업체 내 브랜드 커뮤니티를     

입점 시키는 형태가 있다(Oh & Kim, 2004). 

이러한 형태 중 싸이질, 싸이홀릭 등의 신조어를 만     

들어내며 블로그 열풍을 이끌고 있는 인터넷 싸이월드     

의 미니홈피는 광고매체로도 급부상하였다. 청소년뿐    

아니라 직장인 층에게까지 싸이열풍이 옮아가면서 미     

니홈피의 광고효과가 검증되었기 때문이다(Kim, 2006).    

이러한 현상은 국내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전 세     

계적으로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온라인 패션브     

랜드 커뮤니티는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글로     

벌 럭셔리 브랜드 구찌는 18~25세인 디지털 세대를     

타깃으로 하는 선글라스 컬렉션 출시와 함께 소셜 네     

트워크 사이트 Guccieyeweb.com을 런칭하였고 버버    

리 역시 대표 아이템인 트렌치코트에 대한 스토리와     

사진을 공유할 수 있는 그들의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Artoftherench.com을 런칭하였다(Han, 2010). 이처럼 국    

내외 패션기업의 소셜 미디어의 활용은 앞으로 지속     

될 것이며 꾸준히 발전할 것이다. 

3. 소셜 미디어(Social Media)

 

위키피디아(Wikipedia)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는 사    

람들의 의견, 생각, 경험, 관점 등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     

사용하는 온라인 도구나 플랫폼을 말하며 문자,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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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오디오, 비디오 등의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소셜 미디어라는 개념은 사실 국내에서도 친숙한 개      

념으로서 낯선 개념만은 아니다. 1990년대 하이텔, 나      

우누리, 천리안 등 국내 PC 통신 서비스 회사들이 제공        

하는 BBS(Bulletin Board System)를 통해서 소통하     

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BBS기반 커뮤니케이      

션 체계 이후 국내 소비자들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소       

셜 미디어라고 볼 수 있는 싸이월드와 블로그를 사용       

했기 때문이다(S. H. Jang, 2009). 

그러나 과거 국내 소셜 미디어는 인맥강화를 중심      

으로 이미 알고 지내는 지인과 단순한 흥미, 재미위주       

로 서비스 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 소        

셜 미디어는 정보와 가치를 생성하고 이를 공유하며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만드는 소셜 미디어로 발전      

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예로서 오늘날 소비자의      

92%는 제품과 브랜드 정보를 얻는 원천으로 ‘입소문’      

을 꼽았고 그 중심에는 소셜 미디어가 있었다. 소비       

자들에게는 전문가나 기업의 입김이 닿는 일반 웹사      

이트의 정보보다 ‘내 친구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Qualman, 2009). 

참여(Participation), 공개(Openness), 대화(Conversa-  

tion), 커뮤니티(Community), 연결(Connectedness)을  

기초로 하는 소셜 미디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지만      

크게 블로그(Blog), SNS(Social Network Service), 위     

키(Wiki), UCC(User Created Contents), 마이크로 블로     

그(Micro Blog) 등 5가지로 구분된다(Hong & Sim,      

2009). 참여란 “일부분을 가지다”라는 라틴어에서 유래     

한 것으로 어떤 성과를 나눠 가진다든가 어떤 결정을       

같이 한다든가, 혹은 고통을 분담하는 것을 가리키는      

의미로 이는 상호작용성을 기본으로 하는 인터넷에     

서 더욱 중요시 되며, 실제 인터넷을 통한 마케팅에       

서는 사용자 참여행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Min, 2008). 본 연구에서 한정된 패션브랜드 커       

뮤니티는 SNS에 속하며, 동영상 UCC는 UCC에 해당된      

다고 볼 수 있다.

패션산업에 있어서 소셜 미디어의 활용은 낯선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소셜 미디      

어를 통해 다양한 제품, 서비스 혹은 브랜드에 대한       

정보와 평가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누구나 트위터     

와 페이스북 같은 소셜 네트워크에 개인 계정을 만들       

어 실시간으로 개인의 의견을 널리 퍼트리고 있다.      

작년 5월 루이뷔통은 트위터에 공식 가입한 후 24시       

간 만에 5,000여명의 구독자를 확보했으며, 입 생로      

랑 역시 페이스북에 공식 블로그를 개설해 자체 패션     

쇼와 제품, 특별 프로젝트 및 이벤트 관련 뉴스를 소     

개하였고 젊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중저가 의류     

브랜드인 포에버 21은 최근 포에버 21 트위터에 남자     

들이 좋아할 만한 올 가을과 겨울 아이템은 어떤 게     

있을까? 라는 질문을 올려 5만 여명의 구독자로부터     

즉각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 회사는 트위터를 통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가을과 겨울 인기 아이템 조사     

를 통해 가을과 겨울 인기 아이템을 화보형식으로 정     

리해 자사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재, 실시간으로 상품     

정보를 알리면서 고객들을 온라인 쇼핑몰로 유도하는     

데도 성공했다(“Social media boom”, 2010).

또한 국내 패션업계의 소셜 미디어 활용은 빈폴,     

리바이스, 나이키 등 수 많은 브랜드들이 미니홈피, 블     

로그 등을 개설하여 광고의 수단이 아닌 상호작용하     

는 매체로서 소비자들과 소통하는 데서 찾아볼 수 있     

으며, 럭셔리 브랜드들 역시 소셜 미디어를 적극 활용     

한다. 에르메스 코리아는 지난해 실크 스카프를 활용     

하는 스타일링 클래스에 파워 블로거 60명을 초대해     

이들이 인터넷에 올린 사진을 26만 명이 보는 성과를     

거뒀으며 그 동안 서울 강남의 중년여성 고객이 많았     

던 샤넬도 지난해 서울시내 호텔에서 열린 패션쇼에     

20대 고객을 대거 초대한 데 이어 샤넬 관련 동영상을     

아이폰 응용 프로그램으로 분주하게 내놓고 있다. 이     

밖에 랄프로렌, 구찌, 루이뷔통 등은 온라인 공간에서     

많은 팬을 확보하고, 다시 추종자를 확대 재생하고 있     

다(Kim, 2010). 이처럼 패션업계에서 소셜 미디어는     

중요한 패러다임이며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인     

터넷 패션광고매체이다. 

1) UCC

UCC는 인터넷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온라인 공간의     

커뮤니케이션 도구의 하나로서 사용자 제작 콘텐츠이     

다. 하지만 UCC란 용어는 외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용어로 미국에서는 같은 용어의 개념으로 UGC(User     

Generated Content)라는 용어로 쓰인다. 또한 사용자가     

제작하지 않는 기업형 UCC도 존재하며 CCC(Company     

Created Contents) 기업이 제작한 콘텐츠, SCC(Seller     

Created Contents) 판매자가 제작한 콘텐츠, PCC(Proteur     

Created Contents) 전문가가 제작한 콘텐츠 형태로 불     

린다.

일반적으로 UCC는 매체에 따라 텍스트, 오디오, 이     

미지, 동영상, 혼합 형태로 구분되고, 내용에 따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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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엔터테이먼트, 비즈니스로 분류된다. 또한 형태별     

로 사용자의 고유한 창작에 의한 콘텐츠, 소스 콘텐       

츠에 사용자의 아이디어를 덧붙인 콘텐츠, 서로 다른      

콘텐츠들을 조합하여 새롭게 창작한 콘텐츠로 분류     

된다(Min, 2008).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의 74%가 월 1회 이상 UCC       

를 보거나 이용하고 있는 UCC 이용자이며, 과반수인      

51.1%가 UCC를 생산해 본 경험이 있고(UCC 생산경      

험자), 35.2%는 월 1회 이상 UCC를 제작, 게시하고 있        

는 UCC 생산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형태별로는 UCC      

중 사진(49.0%), 그림(40.6%), 텍스트(30.4%) 등보다는    

동영상(91.3%)을 UCC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UCC 이용자의 89.6%(인터넷 이용자의 66.3%)가 동     

영상 UCC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orea Internet     

Security Agency, 2006). 그러므로 본 연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UCC에 경험이 있음을 확인하고 동영상을     

UCC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패션브랜드     

UCC를 동영상 UCC로 한정하였다.

 

2) 소셜 미디어와 패션산업

패션산업에 있어서 소셜 미디어의 활용은 낯선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소셜 미디어      

를 통해 다양한 제품, 서비스 혹은 브랜드에 대한 정        

보와 평가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누구나 트위터와 페      

이스북 같은 소셜 네트워크에 개인 계정을 만들어 실       

시간으로 개인의 의견을 널리 퍼트리고 있다. 이에      

따라 입소문이 빨리 퍼지고 소비자들의 네트워크 영      

향력이 큰 패션업계에서는 소셜 미디어를 적극 활용      

해 소비자와 의사 소통하거나 제품 마케팅 활동을 적       

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처럼 패션업계에서 소셜 미디어를 주목하면서    

자연스레 블로거들의 영향력 또한 커져갔다. 그 예로      

2009년 9월 D&G 패션쇼에서는 니만마커스(Neiman    

Marcus), 삭스피프스애비뉴(Saksfifthavenue)백화점 임  

원 자리를 뒤로 이동하는 대신 유명 블로거 운영자들       

을 맨 앞자리에 배치했고, 패션 블로거로 유명한 13세       

중학생 테비 개디슨(Tavi Gavison)이 마크제이콥스를    

비롯한 주요 패션쇼에 참석하면서 스폿라이트를 받았     

다(Han, 2010). 

국외 뿐만 아니라 국내 패션업계에서도 소셜 미디      

어를 그들의 마케팅 활동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 예로 빈폴, 리바이스, 나이키 등 수 많은 브랜드들이        

우리나라의 SNS인 미니홈피와 블로그, 동영상 UCC     

등을 통해 소비자와 소통하고 대화한다.

이처럼 패션산업의 소셜 미디어의 활용은 국내외     

를 비롯하여 세계적인 추세로서 그 영향력은 점점 더     

강력해 질 것이다. 그러므로 효과적으로 소셜 미디어     

를 활용하기 위해 우리는 소셜 미디어에 관심을 기울     

이고 연구해야 할 것이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범위는 소셜 미디어의 유형 중 한국 소     

비자들에게 친숙한 커뮤니티와 UCC로 한정하였으며    

커뮤니티의 경우 ‘패션브랜드 커뮤니티’로 UCC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UCC로 인식하고 있는 동영     

상으로 하여 ‘패션브랜드 동영상 UCC’로 한정하였     

다. 본 연구는 소셜 미디어의 패션광고효과를 패션브     

랜드 커뮤니티, 동영상 UCC를 중심으로 인터넷 사용     

이 용이한 20대 남녀를 대상으로 하여 실증적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20대 남녀의 패션브랜드 소셜 미디어     

이용현황에 대하여 알아본다.

연구문제 2. 20대 남녀의 패션브랜드 커뮤니티 참     

여행동에 따른 패션브랜드 커뮤니티 광    

고효과를 비교 분석한다.

연구문제 3. 20대 남녀의 패션브랜드 동영상 UCC     

참여행동에 따른 패션브랜드 동영상   

UCC 광고효과를 비교 분석한다.

연구문제 4. 20대 남녀의 패션브랜드 커뮤니티, 동     

영상 UCC 두 유형에 따른 참여행동,     

광고에 대한 호의적 태도, 브랜드 태도,     

구매의도의 차이를 검증한다.

 

2. 연구방법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실증연구방법으로 설문지법을 사용하였    

고, 패션브랜드 소셜 미디어에 경험이 있는 20대 남     

녀를 대상으로 2009년 11월 17일부터 12월 1일까지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330부가 회수 되어 그 중 응     

답이 불성실한 설문지 60부를 제외한 270부(남녀 각각     

N=135)가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통계처리방    

법으로 SPSS15.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     

뢰도검증, 기술통계분석, 회귀분석, t검정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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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의 인구통계적 요인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한 결      

과, 남자의 경우 평균 23.59세로 나타났으며, 여자는      

평균 22.60세로 나타났다. 결혼여부에서는 남/녀 모두     

미혼이 각각 98.5%, 96.3%로 가장 많았으며, 학력에      

서는 남/녀 모두 대학재학/졸업이 각각 94.8%, 85.2%      

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측정도구

 

패션브랜드 커뮤니티의 참여행동에 관한 문항은 Min     

(2008) 문항을 수정, 재인용하여 구성하였다. 패션브랜     

드 커뮤니티와 동영상 UCC 각각에 참여하는 목적이나      

동기를 묻는 내용들(경제 및 자아만족, 컨텐츠, 관계형      

성, 정보추구)에 관한 15문항을 제시하고 5점 Likert 척       

도로 측정하였다. 

광고에 대한 호의적 태도에 관한 문항설계는 패션브      

랜드 커뮤니티, 동영상 UCC 각각 9가지 문항으로 구       

성하였다. 광고에 대한 호의적 태도에 관한 문항설계      

는 선행연구 Ko and Mok(2001), Chung and Kye(2004),       

Lee(2009)의 문항을 수정·보완하거나 재인용하여 구성    

하였으며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브      

랜드 태도에 관한 문항 설계는 패션브랜드 커뮤니티,      

동영상 UCC 각각 4가지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브랜      

드 태도에 관한 문항은 선행연구 Choi(2007), Ko and       

Mok(2001)의 문항을 수정·보안하거나 재인용하여 구    

성하였으며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구매의도에 관한 문항설계는 패션브랜드 커뮤니티,    

동영상 UCC 각각 2가지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구       

매의도에 관한 문항은 Yoo et al.(2005), Kwon(1997),     

Yang(1994)의 문항을 수정·보안하거나 재인용하여 구    

성하였으며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IV. 연구결과
 

1. 패션브랜드 소셜 미디어 이용실태 분석

 

패션브랜드 소셜 미디어를 경험한 남녀를 대상으     

로 패션브랜드 소셜 미디어의 방문횟수를 분석한 결과     

<Table 1>에 의하면, 남녀 모두 ‘한달에 2~3번’이 각     

24.4%, 25.2%로 가장 많았으며 패션브랜드 소셜 미디     

어 1회 방문시간에서 남자는 ‘5~10분’ 37.8%, 여자는     

‘10~30분’ 44.4%로 가장 많았다. 또한 경험한 패션브     

랜드 UCC에서는 유의수준 1%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Table 2>에 의하면 남자는 ‘광고메이킹 필름’, ‘패러     

디 광고’, ‘사용후기’ 유형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여자     

는 ‘광고메이킹 필름’, ‘사용후기 유형’, ‘패러디 유형’     

의 순으로 나타났다.

2. 패션브랜드 커뮤니티 참여행동의 요인분석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된 패션브랜드 소셜 미디어     

참여행동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3>     

에 제시된 바와 같이 4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각     

요인의 아이겐 값은 모두 1.0 이상이었고, 각 요인의 신     

뢰도 값이 모두 0.6 이상으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요인 1은 패션브랜드 커뮤니티, 동영상 UCC를 참     

 
Table 1. Usage of fashion brand social media

Type
 Sex

 Total
 Male  Female

Fashion Brand social

media frequent visit

Once/week  9(06.7%)  6(04.4%)  15(05.6%) 

 More than twice/week  22(16.3%)  31(23.0%)  53(19.6%) 

 Two-three times/month  33(24.4%)  34(25.2%)  67(24.8%) 

 Once in a month  31(23.0%)  26(19.3%)  57(21.1%) 

 Once/two-three months  28(20.7%)  28(20.7%)  56(20.7%) 

 Once/six months  12(08.9%)  10(07.4%)  22(08.1%) 

 Fashion brand social

media time/visit

 5~10 min  51(37.8%)  32(23.7%)  83(30.7%) 

 10~30 min  50(37.0%)  60(44.4%)  110(40.7%) 

 30~60 min  25(18.5%)  27(20.0%)  52(19.3%) 

 1~2 hour  6(04.4%)  10(07.4%)  16(05.9%) 

 More than 2 hours  3(02.2%)  6(04.4%)  9(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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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함으로 경제적 보상과 스스로 만족을 기대하는 항목      

등으로 구성되어 ‘경제 및 자아만족’이라 명명하였고,     

신뢰도는 0.863으로 나타났다. 요인 2는 패션브랜드     

커뮤니티, 동영상 UCC의 참여를 내용 및 디자인의      

관심요소 항목 등으로 구성되어 ‘콘텐츠’로 명명하였     

고, 신뢰도는 0.858으로 나타났다. 요인 3은 패션브랜      

드 커뮤니티, 동영상 UCC의 참여를 관심의 대상이거      

나 특정 브랜드의 정보를 알고자 하는 항목 등으로 구     

성되어 ‘정보추구’라고 명명하였고, 신뢰도는 0.802로    

나타났다. 요인 4는 패션브랜드 커뮤니티, 동영상 UCC     

의 참여를 자기와 같은 관심사의 사람들을 알고자 하     

는 항목 등으로 구성되어 ‘관계형성’이라 명명하였고     

신뢰도는 0.695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후의 분석에서는     

‘경제 및 자아만족’, ‘콘텐츠’, ‘정보추구’, ‘관계형성’     

Table 2. Usage of fashion brand communities and UCC

 Type
 Sex

 Total
 Male  Female

 Register fashion communities 

 Cyworld mini hompage  45(33.3%)  33(24.4%)  78(28.9%) 

 Naver blog  33(24.4%)  31(23.0%)  64(23.7%) 

 Daum cafe  22(16.3%)  38(28.1%)  60(22.2%) 

 Cyworld town  4(03.0%)  4(03.0%)  8(03.0%) 

 Freechal community  0(00.0%)  2(01.5%)  2(00.7%) 

 Brand site  21(15.6%)  21(15.6%)  42(15.6%) 

 Other factor  10(07.4%)  6(04.4%)  16(05.9%) 

 Experienced fashion brand 

videos UCC

 Commercial making film  38(28.1%)  61(45.2%)  99(36.7%) 

 Parody  35(25.9%)  21(15.6%)  56(20.7%) 

 UCC contest exhibit  21(15.6%)  8(05.9%)  29(10.7%) 

 Customer's valuation  33(24.4%)  35(25.9%)  68(25.2%) 

 Other factor  8(05.9%)  10(07.4%)  18(06.7%) 

 Total  135(100%)  135(100%)  270(100%) 

Table 3. Factor analysis of fashion brand community participation 

 Factors
Questionnaires

(...to participate fashion brand communities)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Cumulative 

variance

Cronbach's

alpha

Commodities &

Self-satisfaction

 Get a cash award .916

2.885 19.233 40.435 .863
 Get a gift .904

 Feeling like “I am a star” .718

 Enjoy to show others of my making contents .681

 Contents

 Uniqueness of the contents .780

3.180 21.201 21.201 .858

 Fun of the Contents .764

 Liking images or motions .707

 Design satisfaction .686

 Favorite entertainer as a model in the contents .557

 Information 

 Get a information of interesting products .816

2.439 16.260 56.695 .802
 Get a good information .808

 Favorite brand .625

 Interesting area of contents .575

Relationship
 Trend in peers .762

1.717 11.444 68.139 .695
 Find peoples with my interesting areas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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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변수 명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3. 20대 남녀의 패션브랜드 커뮤니티 참여행동에     

따른 광고효과

 

패션브랜드 커뮤니티 참여행동이 광고에 대한 호     

의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      

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남자의 경우,       

콘텐츠(β=0.202, t=2.146, p<.05)와 ‘정보추구’(β=0.259,   

t=3.365, p<.01)가 높을수록 광고에 대한 호의적 태도      

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설명력       

은 29.6%로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 콘텐츠(β=0.180, t=      

2.314, p<.05)와 정보추구(β=0.284, t=4.022, p<.001)가 높     

을수록 광고에 대한 호의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설명력은 31.3%로 나타났다.

패션브랜드 커뮤니티 참여행동이 브랜드 태도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는 <Table 5>와 같다. 남자의 경우, 정보추구(β=0.241,     

t=2.540, p<.05)만이 높을수록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     

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설명력은 13.5%로 나     

타났다. 여자의 경우, 경제 및 자아만족(β=0.180, t=2.798,     

p<.01)과 정보추구(β=0.284, t=3.669, p<.001)가 높을    

수록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그 설명력은 18.6%로 나타났다.

패션브랜드 커뮤니티 참여행동이 구매의도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남자의 경우, ‘경제 및 자아만     

족’, ‘콘텐츠’, ‘관계형성’, ‘정보추구’요인 모두 구매의     

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여자의 경우, 경제 및     

자아만족(β=0.195, t=2.540, p<.05)과 정보추구(β=0.218,   

t=2.357, p<.05)가 높을수록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Table 4. The effect of fashion brand community participation on advertisement attitude (N=270)

 Sex  Independent Variables  B  Beta  t   R2  F

Male

 (Constant) 1.870 9.054***

 .296  13.645***

Commodities & Self-satisfaction −.053 −.081 −.857***

 Contents .202 .262 2.146***

 Relationship −.012 −.020 −.211***

 Information .259 .363 3.365***

Female

 (Constant) 1.554 6.315***

 .313  13.695***

Commodities & Self-satisfaction −.008 −.011 −.148***

Contents .180 .204 2.314***

 Relationship .106 .160 1.902***

 Information .284 .357 4.022***

 *p<.05, **p<.01, ***p<.001

Table 5. The effect of fashion brand community participation on brand attitude (N=270)

 Sex  Independent Variables  B  Beta  t  R2  F

Male

(Constant) 2.035 8.001***

.135  5.054***

Commodities & Self-satisfaction .082  .112 1.066***

 Contents .009  .011 .081***

 Relationship .025  .038 .350***

 Information .241  .303 2.540***

Female

(Constant) 1.969 7.295***

.186  7.499***

Commodities & Self-satisfaction .180  .240 2.798***

 Contents −.042 −.048 −.495***

 Relationship .013  .021 .224***

 Information .284  .363 3.669***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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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설명력은 11.1%로 나타      

났다.

즉, 남녀 모두 ‘콘텐츠’와 ‘정보추구’요인이 광고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에서는 ‘정보추구’요인만이 브랜드 태    

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여자에서는 ‘경제      

및 자아만족’, ‘정보추구’요인이 브랜드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아만족에서     

는 여자에서만 ‘경제 및 자아만족’, ‘정보추구’요인이     

구매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20대 남녀의 패션브랜드 동영상 UCC 참여행동에      

따른 광고 효과.

 

패션브랜드 동영상 UCC 참여행동이 광고에 대한     

호의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남자의 경우,       

정보추구(β=0.264, t=3.188, p<.01)가 높을수록 광고에    

대한 호의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그 설명력은 23.2%로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      

관계형성(β=0.271, t=5.060, p<.001)이 높을수록 광고    

에 대한 호의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설명력은 34.8%로 나타났다.

패션브랜드 동영상 UCC 참여행동의도가 브랜드 태     

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남자의 경우, 관계       

형성(β=0.218, t=2.446, p<.05)이 높을수록 브랜드 태     

도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설명력       

은 15.2%로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 관계형성(β=0.178,     

t=2.625, p<.05)과 정보추구(β=0.232, t=2.433, p<.05)    

이 높을수록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그 설명력은 24.2%로 나타났다.

패션브랜드 동영상 UCC 참여행동이 구매의도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남자의 경우, 정보추구(β=     

0.225, t=2.153, p<.05)가 높을수록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설명력은 11%로 나     

타났다. 여자의 경우, 관계형성(β=0.267, t=4.044, p<.001)     

이 높을수록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설명력은 22.4%로 나타났다.

즉, 남자에서는 ‘정보추구’요인이 여자에서는 ‘관    

계형성’요인이 광고에 대한 호의적 태도에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에서는 ‘관계형     

성’요인이 여자에서는 ‘관계형성’, ‘정보추구’요인이   

브랜드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남자에서는 ‘정보추구’요인이 여자에서는 ‘관     

계형성’요인이 구매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5. 20대 남녀의 패션브랜드 커뮤니티, 동영상 UCC     

두 유형의 참여행동, 광고효과 차이분석

남자를 대상으로 패션브랜드 커뮤니티와 동영상    

UCC 두 유형의 참여행동, 광고에 대한 호의적 태도,     

브랜드 태도, 구매의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     

test를 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참여행동 속성의     

‘정보추구’와 ‘광고에 대한 호의적 태도’에서는 패션     

브랜드 커뮤니티가 동영상 UCC보다 더 높게 나타났     

으며 <Table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여자를 대상으로     

패션브랜드 커뮤니티와 동영상 UCC 두 유형의 참여     

 
Table 6. The effect of fashion brand video UCCs participation on advertisement attitude (N=270)

 Sex  Independent Variables  B  Beta  t   R2  F

Male

(Constant) 1.703  7.348*** 

.232  9.822***

Commodities & Self-satisfaction −.011 −.016  −.181*** 

 Contents .150  .168  1.548*** 

 Relationship .030  .042  .416*** 

 Information  .264  .335  3.188*** 

Female

(Constant)  1.526  6.663*** 

.348  17.354***

Commodities & Self-satisfaction  .100  .139  1.799*** 

Contents  .095  .123  1.303*** 

 Relationship  .271  .397  5.060*** 

 Information  .107  .134  1.418***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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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광고에 대한 호의적 태도, 브랜드 태도, 구매의       

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참여행동 속성의 ‘경제 및       

자아만족’은 패션브랜드 커뮤니티보다 동영상 UCC    

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광고에 대한 호의적 태도’, ‘브        

랜드 태도’에서는 패션브랜드 커뮤니티가 동영상 UCC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인터넷 사용이 용이한 20대 남녀를 대상     

으로 소셜 미디어의 패션광고효과(광고에 대한 호의     

적 태도, 브랜드 태도, 구매의도)를 패션브랜드 커뮤     

니티, 동영상 UCC를 통해 확인함으로써 국내 의류업     

체 관계자들에게 소셜 미디어를 사용함에 있어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마케팅 전략수립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간단히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대 남녀의 패션브랜드 커뮤니티 참여행동     

에 따른 패션브랜드 커뮤니티 광고효과를 비교 분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브랜드 커뮤니티     

참여행동이 광고에 대한 호의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한 결과, 남녀 모두 ‘콘텐츠’와 ‘정보추구’요     

인이 광고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패션브랜드 커뮤니티     

참여행동이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     

과, 남자에서는 ‘정보추구’요인만이 브랜드 태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여자에서는 ‘경제 및 자아     

만족’, ‘정보추구’요인 이 브랜드 태도에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패션브랜드 커뮤니     

티 참여행동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여자에서만 ‘경제 및 자아만족’, ‘정보추구’요인이 구매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이 20대 남녀를 대상으로 소셜 미디어로     

서 패션브랜드 커뮤니티를 활용할 시에는 소비자가 원     

하는 ‘콘텐츠’적 요소와 ‘정보추구’적 요소를 파악하여     

패션브랜드 커뮤니티를 통해 제공한다면 광고에 대한     

호의적 태도에 있어 남녀 모두에게 영향을 주어 지속적     

인 방문을 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보추구’적     

요소의 제공은 남자의 경우 브랜드 태도에까지 영향을     

주며, 여자의 경우 ‘경제 및 자아만족’요소와 함께 브랜     

드 태도, 구매의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20대 남녀의 패션브랜드 동영상 UCC 참여     

행동에 따른 패션브랜드 동영상 UCC 광고효과를 비     

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브랜드 동영     

상 UCC 참여행동이 광고에 대한 호의적 태도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남자에서는 ‘정보추구’요인이     

광고에 대한 호의적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Table 7. Difference  between  fashion brand community 

and video UCCs in research variables: Male 

subjects                                                                          (N=135)

Research variable  Type  M SD  t

Commodities &

Self-satisfaction 

Communities  2.23  .93 
−.437**

UCC  2.28  .94 

 Contents
Communities  2.96  .80 

−.921**
UCC  3.05  .77 

 Relationship
Communities  2.65  1.02 

−.336**
UCC  2.69  .96 

 Information
Communities  3.42  .87 

2.755**
UCC  3.12  .88 

Media attitude
Communities  3.20  .62 

2.015**
UCC  3.04  .69 

 Brand attitude
Communities  3.13  .69 

1.635**
UCC  2.98  .81 

Purchase

intention

Communities  3.11  .73 
−.118**

UCC  3.12  .81 

*p<.05, **p<.01

 
Table 8. Difference between fashion brand community 

and video UCCs in research variables: Female

subjects                                                   (N=135)

Research variable  Type  M SD  t

Commodities &

Self-satisfaction

Communities  2.04  .87 
−3.483**

UCC  2.40  .84 

Contents
Communities  3.15  .75 

−.789**
UCC  3.22  .78 

Relationship
Communities  2.74  1.00 

−.704**
UCC  2.82  .89 

Information 
Communities  3.57  .84 

1.497**
UCC  3.43  .76 

Media attitude
Communities  3.41  .66 

2.623**
UCC  3.20  .61 

Brand attitude
Communities  3.25  .65 

2.633**
UCC  3.03  .71 

Purchase

intention

Communities  3.28  .75 
1.476**

UCC  3.15  .68 

**p<.01
– 8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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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여자에서는 ‘관계형성’요인이 광고에    

대한 호의적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둘째, 패션브랜드 동영상 UCC 참여행동이 브      

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남자에서는      

‘관계형성’요인이 브랜드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에서는 ‘관계형성’, ‘정보추     

구’요인이 브랜드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셋째, 패션브랜드 동영상 UCC 참여행      

동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남자에      

서는 ‘정보추구’요인이 구매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에서는 ‘관계형성’요인이    

구매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이 20대 남녀를 대상으로 소셜 미디어      

로서 패션브랜드 동영상 UCC를 활용할 시에는 남자      

의 경우, ‘정보추구’적 요소를 제공하여 광고에 대한      

호의적 태도, 구매의도에 영향을 주며 관계형성적 요      

소를 제공하여 브랜드 태도에 영향을 주어야 할 것이       

다. 여자의 경우, ‘관계형성’적 요소를 제공한다면 광고      

에 대한 호의적 태도, 브랜드 태도, 구매의도에까지 영       

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보추구’적 요소는       

브랜드 태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20대 남녀의 패션브랜드 커뮤니티, 동영상 UCC      

두 유형의 참여행동, 광고효과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자의 경우, ‘정보추구’요인과 ‘광고에     

대한 호의적 태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즉, 커       

뮤니티가 동영상 UCC보다 ‘정보추구’가 더 높게 나      

타났고 광고에 대한 호의적 태도에서도 더 높은 인식을       

미치고 있었다. 여자의 경우, ‘경제 및 자아만족’, ‘광고       

에 대한 호의적 태도’, ‘브랜드 태도’에서 차이를 보이       

고 있었다. 즉, ‘경제 및 자아만족’에서 동영상 UCC가       

더 높았으며, ‘광고에 대한 호의적 태도’, ‘브랜드 태도’       

에서는 동영상 UCC보다 커뮤니티가 더 높게 나타나      

고 있었다. 

그러므로 패션브랜드와 커뮤니티와 동영상 UCC의    

매체선택에 있어 기업은 우선적으로 패션브랜드 커뮤     

니티 활용을 선택함으로써 남자의 경우, 광고에 대한      

호의적 태도에서 여자의 경우, 광고에 대한 호의적 태       

도와 브랜드 태도에서 좀 더 우위를 선점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표집 상의 한계로 인       

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여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표본의 표집방법이 20대 중 소셜 미디어 경험이 있는       

소비자로 한정했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소비자로 확대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소셜 미디어 중 커뮤니티, 동영상 UCC로 한     

정함으로써 연구결과를 전반적으로 일반화하여 해석    

하는데 무리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패션브랜드 소셜     

미디어의 참여행동을 4가지의 변인(콘텐츠, 경제 및 자     

아만족, 관계형성, 정보성)으로 한정하여 보았기 때문     

에 다른 참여행동에 대한 결과도 다를 것으로 보인다.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여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패션브랜드 소셜 미디어     

의 참여행동에 대해 다른 변수들과 함께 연구가 이루     

어 져야 할 것이다. 또한 20대뿐만이 아니라 폭넓은     

연령대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비교 연구가 이루     

어 져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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