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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locates factors that affect the intention to use fashion SNS (social network service) and intention             

for word-of-mouth on fashion SNS. Independent variables were fashion shopping orientation, attitude toward            

innovative products, fashion leadership, and demographics. A questionnaire method was used to collect data             

on college students while factor analyses, multiple regression, χ
2
 analyses,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were applied in analyzing data. Factor analyses resulted in four factors for fashion shopping orientation, three             

on attitude toward innovative products and two on fashion leadership.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showed             

that information compatibility of attitude toward innovative product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wo models             

of intention to use fashion SNS and two models of intention for word-of-mouth on fashion SNS. Opinion             

leadership and gender were significant factors for two models of intention to use fashion SNS, which means             

that women are likely to have more intention to use fashion SNS. Meanwhile, fashion innovativeness was             

found to be a significant factor on two models of intention for word-of-mouth on fashion SNS. Shopping             

orientation factors were not important for any model. χ
2
 analyses showed that women rather than men             

wanted more information on online fashion shows, general fashion information, and user participation            

programs. Fashion major students wanted more information on online fashion shows and user participation             

programs than non-fashion major students.

Key words: Fashion SNS, Fashion shopping orientation, Attitude toward innovative products, Fashion           

leadership; 패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의복쇼핑성향, 혁신제품태도, 유행선도력

I. 서  론

인터넷 상에서 인적 관계를 형성하고 정보를 공유하      

거나 의사소통을 지속하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는 SNS라고도    

불린다. 2010년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SNS는 기존의    

정보전달 능력 외에 즉각적인 정보습득과 활용이 가능    

한 새로운 마케팅 도구로 떠오르게 되었다. 초기의    

SNS는 온라인 상에서 카페나 동호회 등의 커뮤니티    

서비스를 통해 특정 주제에 관심을 가진 회원 집단이    

폐쇄적으로 서비스를 공유한다면 최근의 소셜네트워    

크 서비스는 개인 또는 기업이 중심이 되어 상품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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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에 대한 정보를 생산적이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공      

유한다. 개인 컴퓨터를 통한 SNS는 주로 미니홈피, 동       

호회/카페를 통해 제공되었고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모바일 SNS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미투데이 사      

용자들에게 전달되거나, 어플(application) 이용자들에   

게 소개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정보교      

환과 인적 교류를 즐긴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지만      

모바일 SNS 이용자들은 컴퓨터 SNS 이용자에 비해      

매우 적극적인 정보추구 활동을 하고 있다. 

모바일 SNS 마케팅의 장점은 타 미디어에 비해 빠       

른 정보전달력과 높은 고객충성도에 있다. 기존의 컴      

퓨터와는 달리 스마트폰은 사용자가 늘 휴대하기 때문      

에 실시간에 정보전달이 가능하고 온라인 입소문을 통      

한 정보의 파급속도도 매우 빨라서 효과적인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기업들은 모바일 SNS를 통       

해 새로운 제품정보제공은 물론 게임이나 지도, 모바      

일 상품권과 쿠폰, 이메일 서비스 등과 같이 다양한 서        

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즉각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행하고 있다.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광고시장 규모     

는 2012년에는 200억 달러에 육박해 2008년보다 네 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New era spread”,      

2010). 2011년 1월 현재 국내 페이스북 사용자 수는       

383만 명을 넘었으며 트위터나 미투데이 등 다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자들을 합하면 SNS 소비자 시장      

은 5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Korean Facebook      

user, 3.8 million”, 2011).

그동안 국내에서 이루어진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연구는 모바일 SNS 이용자들의 이용동기와 만족      

감에 대한 연구(Nae, 2010), 모바일 SNS 이용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Won, 2009; Yoo, 2011),       

스마트폰 SNS 사용이 온라인, 오프라인 관계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M. J. Kim, 2011) 등이 있으        

며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일반적인 소비자 행동 측면에      

서 주로 이루어졌다. 위의 연구들에서 확인된 모바일      

SNS 이용자들의 공통된 특징은 이들이 주변 인물들과      

의 일상적인 교류를 하는 것에서 벗어나 각 분야 전문        

가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최신      

정보나 트렌드를 불특정한 이웃들에게 소개하고 그것     

을 채택하려는 욕구가 강하다는 점이다. 

SNS 사용자들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       

으며 패션상품이나 서비스와 같은 특정 소비자 제품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다. 패션상      

품의 특성상, 모바일 환경에서 즉각적으로 제공되는     

최신 트렌드나 패션정보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와 기     

대는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폰과 같은 모바일 환경에서 제공되는 패션 소셜네트워     

크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패션 SNS 태도를 설명함에 있어 의복쇼핑성향과 혁     

신제품확산 및 유행선도력 개념을 적용하였다. 의복쇼     

핑성향은 패션제품에 대한 개인의 태도와 관심, 구매     

행동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패션상품 SNS에 대한 개인     

적 차이를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스마트     

폰은 기존의 커뮤니케이션 수단과 다른 혁신적인 특성     

을 가진 마케팅 도구로서 혁신제품확산 개념 역시 소     

비자의 스마트폰 SNS 태도를 예측하는데 유용할 것으     

로 생각된다. 그리고 유행선도력은 패션상품에 대한     

소비자 태도뿐 아니라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정보제     

공 방식에 대한 소비자 이용의도를 설명하기에 적합한     

개념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비자들의 의복     

쇼핑성향과 혁신제품태도, 유행선도력과 같은 특성들    

이 패션 SNS 사용의도 및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데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패션기업이 SNS     

를 통해 소비자들과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실행하     

도록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의복쇼핑성향

의복쇼핑성향(clothing shopping orientation)은 소비   

자 제품 중 특히 패션상품의 구매와 관련된 성향으로,     

쇼핑성향이란 라이프스타일이 구체화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Kim & Rhee, 2004). 라이프스타일이란 개인     

의 태도나 가치, 의견, 관심 및 행동들이 통합되어 나     

타나는 특징으로 개인이나 집단의 소비행동을 설명하     

고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 된다(Blackwell et al., 2001).

의복쇼핑성향 척도는 패션소비자 행동과 관련된 많     

은 연구들을 통해 개발되고 요인들이 제안되었다. 의     

복쇼핑성향을 보여주는 요인들은 쾌락적 쇼핑성향과    

경제적/효용적 쇼핑성향(Ha & Shin, 2001; Park & Gang,     

2005)과 같이 이분적 차원으로 확인된 경우도 있고 세     

가지 이상의 다차원적 요인들로 조사된 경우들도 있다     

(Jeon & Sung, 2008; Jung & Chung, 2004; Kim & Rhee,

2003). 다차원 요인들에는 쾌락적 쇼핑성향과 경제성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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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 성향 외에도 유행추구, 상표추구, 개성추구 요인      

들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의복쇼핑성향은 인터넷 패션구매자와 비구매자 집    

단에서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인터넷에서 패션상품 구      

매빈도가 높은 집단은 구매빈도가 낮은 집단이나 비구      

매 집단에 비해 쾌락적, 유행추구적 쇼핑성향이 높았      

으며(Jung & Chung, 2004), 인터넷으로 패션상품을 구      

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경험이 없는 소비자에 비해       

유행이나 쾌락추구 성향은 물론 상표, 개성추구, 가격추      

구 성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Jeon & Sung, 2008). 그        

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의복쇼핑성향이 인터넷 소비자     

의 구매행동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보여주      

었다(Ha & Shin, 2001). 온라인 패션구매에 영향을 주       

는 것으로 확인된 의복쇼핑성향 요인은 모바일 패션      

서비스 사용의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2. 혁신제품확산이론

새로운 패션마케팅 도구인 스마트폰 SNS에 대한 사      

용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Rogers의 혁신확산이론이 사     

용되었다. 혁신(innovation)의 사전적 정의는 ‘적절한 채     

택단위에 의해 새로워진다고 생각되는 아이디어나 실     

제 혹은 가공품’으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는 채택      

자들에 의해 그 혁신성이 전파된다. 따라서 혁신의 확       

산이란 ‘개인이나 집단 또는 사회적 시스템에 의해 채       

택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채택자들의 수가 확대되어      

나가는 것’으로 정의된다(Rogers, 1995). 

혁신적인 제품에 대한 Rogers의 확산이론(diffusion    

theory)에 의하면 신제품의 수용 정도는 상대적 우월성,      

적합성, 복잡성, 용이성, 가시성 등의 요인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이들 다섯 가지 신제품 속성들       

을 모바일 SNS에 적용하여 보면, 첫째 속성인 상대적       

우월성은 기존의 핸드폰보다 스마트폰에서 인식되는    

기능적 사회적 이미지의 우월성 정도를 의미한다. 둘      

째 속성인 적합성은 스마트폰 SNS 사용이 개인적인      

용도나 사회적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지되는 정도를 의      

미하며, 세 번째 복잡성은 스마트폰의 기능과 혜택을      

이해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의 정도를 의미한다. 네 번째      

용이성은 매장에서 스마트폰이 쉽게 구매가 가능한지     

혹은 스마트폰 SNS 사용시도가 용이한지를 의미하며     

다섯 번째 가시성은 다른 사람들이 스마트폰 SNS를 사       

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거나 스마트폰 SNS의 장점을       

보여줄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Rogers(1995)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복잡성을 제외한    

네 가지 속성은 신제품 채택의도와 정적인 관계가, 복     

잡성은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잠     

재적 구매자의 제품수용의도는 과거의 경험이나 지식     

및 신념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만약 소비자가 평     

소에 핸드폰을 자주 사용하고 스마트폰 혜택을 크게     

인지한다면,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더 적극적일 것이     

며 스마트폰을 통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관심     

이 높고 그 필요성을 더 크게 느낄 것이다. 

3. 유행선도력

유행선도력(fashion leadership)은 새로운 스타일이 확    

산되는데 기여하는 영향력으로 혁신제품이 다른 사람     

들에게 수용되도록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말한다(Rhee,     

1999). 유행선도력이 있는 소비자는 유행에 관심이 많     

고, 유행 초기 단계에 혁신적 제품을 먼저 구매하며, 대     

중에게 수용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유행선도력은 의견선도력과 유행혁신성의 두 가지    

하위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의견선도력(opinion leader-     

ship)이란 직접 새로운 스타일을 채택하지는 않아도 다     

른 사람에게 새로운 스타일의 의복이나 제품에 관한     

정보나 조언을 제공함으로서 언어적 영향력을 주어 다     

른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을 말     

한다(Rhee, 1999). 유행혁신성(fashion innovativeness)은   

유행주기의 초기 단계에서 소비자 스스로 새로운 스타     

일의 의복이나 제품을 남들보다 빨리 채택하는 정도를     

말하며(Rogers, 1995), 유행혁신자는 혁신성을 많이 가     

진 사람으로서 혁신을 채택하는 데 걸리는 상대적 시     

간이 짧고, 대중에게 새로운 스타일을 보여주는 시각     

적 전달자가 되어 다른 소비자들의 상품구입 결정과 행     

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말한다(Rhee, 1999). Rogers     

는 유행혁신자는 모험심이 강하여 새 아이디어를 열광     

적으로 실험해 보고자하며, 개방적이고 대담하여 채택     

한 혁신이 실수로 판명되더라도 크게 좌절하지 않는다     

고 하였다. Lee(1987)는 유행선도자 집단을 유행혁신     

성과 의견선도력의 차원에서 각각 상중하의 집단으로     

분류한 후 서로 교차시켜 유행혁신자, 유행의견선도자,     

유행이중선도자, 유행추종자, 유행지체자의 다섯 집단    

으로 분류하였다. 반면, Kim and Rhee(2001)는 유행선     

도력과 쇼핑 관련 특성과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에서     

유행선도력은 의견선도력과 유행혁신성을 포함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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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차원임을 제시하였다. 모바일 기기 사용자의 유행      

선도력은 패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라는 새로운 서비     

스의 확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4. 사용의도와 구전의도

소비자 행동연구자들은 행동을 예측하는 개념으로    

태도를 설명하고 있다. 태도는 사람의 자세나 신체적 포       

즈를 뜻하는 라틴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Lim et al.,      

2006). 즉 사람의 자세에 따라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소비자 행        

동이론에서는 태도를 정신적인 자세로 보고, 소비자가     

취할 행동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을 유추하고자 한다.

소비자 태도에 대한 최근 이론에 의하면(Lim et al.,       

2006), 정보나 지식에 기초하여 형성된 소비자의 신념      

은 대상에 대한 좋고 싫음, 또는 선호도를 보여주는 태        

도와 관련이 있으며, 신념이나 태도는 소비자 행동의      

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려는 의도는 소비자의 신념이나 태     

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구전의도는 재구매의도     

와 함께 소비자 충성도를 나타내는 소비자 행동의 한       

측면이다. 오늘날 기업들은 일회적인 소비자 만족을     

목표로 하지 않고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나 구       

매경험에 대해 주변에 구전하고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소비자 충성도를 마케팅 목표로 삼고 있다. 

패션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구매의도 변인     

들은 태도변인들에 의해 설명되어 왔다. 쇼핑성향 태      

도와 구매의도의 관계(Park, 2008), 인터넷 쇼핑몰 서      

비스에 대한 소비자 태도와 재방문의도 연구(Choi &      

Jeon, 2007), 쇼핑성향이나 라이프스타일 등의 소비자 태      

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Jeon & Sung, 2008; Park       

et al., 2005; Song & Lee, 2001) 등의 연구들이 그 예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및 연구모델

본 연구를 위해 다음의 다섯 가지 연구문제들을 설       

정하였다:

연구문제 1. 의복쇼핑성향이 패션 SNS 사용의도 및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2. 혁신제품태도가 패션 SNS 사용의도 및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3. 유행선도력이 패션 SNS 사용의도 및 구     

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4. 인구통계학적 변인(성별, 패션전공 여부)     

이 패션 SNS 사용의도와 구전의도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5. 인구통계학적 변인(성별, 패션전공 여부)     

에 따라 선호하는 패션 SNS 정보유형     

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2. 측정도구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설문지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설문지는     

선행연구로부터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기존의 문     

항들을 수정하여 연구의 목적에 맞게 개발되었으며 예     

비조사를 통해 다시 보완되었다. 의복쇼핑성향에 관한     

문항은 선행연구들(J. Y. Kim, 2011; Park, 2008; Suh,     

2010)에서 발췌한 1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혁신제품태    

도에 관한 문항은 Rogers(1995), Sung and Jeon(2005)     

의 설문문항을 참고하여 스마트폰 SNS 활동내용에 적     

합한 10문항이 개발되었다. 유행선도력에 관한 문항은     

Choi(2010), Ki(2007), Gladwell(2005)의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종속변인으로는 패    

션 SNS 사용의도를 묻는 한 문항과 구전의도 세 문항     

이 사용되었다. 구전의도 문항들은 ‘패션 SNS를 주위     

사람에게 소개하고 싶다’, ‘패션 SNS 사용경험과 혜택     

을 전하고 싶다’, ‘주위에서 패션 SNS를 이용하려 하     

면 내가 사용 중인 패션 SNS를 추천할 것이다’ 등으로     

세 문항들 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4로 높게 나     

타났다. 모든 설문문항에 대한 응답은 ‘매우 그렇지 않     

다(1점),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     

되었다.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싶어 하는 패션 SNS 정보유형     

문항에서는 스마트폰으로 현재 제공되는 여섯 가지 유     

형의 패션어플리케이션(웹사이트 정보, 온라인 컬렉션,    

패션정보, 브랜드와 지역정보, 문화·예술정보, 사용자    

참여 프로그램)에 대해 원하는 유형을 모두 체크하도     

록 하였다.

연구대상은 유행에 민감하고 스마트폰에 대한 관심     

이 높은 20대 남녀 대학생들로 정하여 서울·경기지역     

을 중심으로 편의표집되었다. 조사는 2011년 4월부터     

한 달간 이루어졌으며, 수거된 설문지 280부 중 불성     

실한 응답을 제외한 245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응답자들 중 여성은 56.1%, 패션전공자는 66.9%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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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연령 면에서는 22~24세가 54.3%로 가장 많았다. 

자료분석을 위해 SPSS 12.0 for Windows 통계 프로       

그램이 사용되었다. 의복쇼핑성향, 혁신제품태도, 유행    

선도력 문항들의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요인분석이 실      

시되었고, 각 독립변인이 패션 SNS 사용의도 및 구전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χ
2
 분석을 통해 성별, 전공별로 추구하      

는 SNS 정보유형들 간에 차이를 비교하였다. 또한 사       

용의도와 구전의도 간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     

로 조사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의복쇼핑성향, 혁신제품태도, 유행선도력에 대한    

요인분석

패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사용의도 및 구전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의복쇼핑성향,     

혁신제품태도, 유행선도력 변인들을 구성하는 문항들    

에 대한 응답내용을 요인분석한 결과는 각각 <Table 1>       

−<Table 3>에 나와 있다. 

의복쇼핑성향 문항들에 대한 요인분석결과, 의복쇼    

핑성향 변인은 크게 쾌락추구(6문항), 유행추구(3문항),    

상표추구(3문항), 편의추구(3문항), 경제추구(2문항)의  

다섯 요인으로 나뉘었다(Table 1). 이와 같은 결과는 의       

복쇼핑성향이 세 가지 이상의 다차원으로 구성된 개념     

임을 확인한 선행연구들(Jeon & Sung, 2008; Jung &     

Chung, 2004; Kim & Rhee, 2003; Lee, 2000)의 결과와     

유사하다. 각 요인들의 신뢰도는 경제추구 요인(.55)을     

제외하면 .70을 넘었고 전체 요인들의 설명력이 약 68%     

로 높게 나타났다. 

스마트폰에서 제공되는 패션 SNS에 대한 응답을 요     

인분석한 결과, 패션 SNS라는 혁신제품에 대한 소비     

자 태도문항은 크게 정보적합성(4문항), 제품우월성    

(2문항), 사용용이성(4문항)의 세 요인으로 나뉘었다    

(Table 2). 각 요인들의 신뢰도는 사용용이성(.53)을 제     

외하면 모두 .70을 넘었고 세 요인들의 변인 설명력은     

약 66%였다.

유행선도력 문항에 대한 응답내용을 요인분석한 결     

과 유행선도력 변인은 유행혁신성과 의견선도력의 두     

요인으로 나뉘었다(Table 3). 유행선도력에 관한 본 연     

구의 결과에서는 새로운 패션스타일을 직접 채택하려     

는 성향과 최신 패션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려     

는 성향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며 패션 외의 일상적     

인 의견선도 문항들이 또 다른 요인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유행선도력을 유행혁신성     

과 유행의사선도력의 두 차원으로 제안한 Rogers(1995),     

Rhee(1999)의 이론과 Lee(1987)의 연구모델과는 차이    

가 있다. 오히려 본 연구결과는 유행선도력을 단일 차     

원으로 규명한 Kim and Rhee(2001)의 연구결과와 일     

Table 1. Result of factor analysis for fashion shopping orientation 

Factor Item
Factor

loading

Eigenvalue

(variance%)

Cronbach's 

α

Fashion

shopping

orientation

Fun

It is fun to buy clothes.

I feel good when I go shopping.

I like to go fashion shopping.

I go shopping and feel better when I am distressed or nervous.

I like to see new styles.

I go fashion shopping frequently. 

.862

.838

.836

.802

.799

.642

4.059

(23.88)
.895

Trend

I try to wear in-style clothes.

I care about trends when I buy new clothes.

I look for up-to-date shopping styles.

.779

.818

.779

2.303

(13.54)
.789

Brand

I buy brand name clothes because they are reliable.

Brand name means good quality.

I like to buy well-known brands.

.803

.787

.704

2.004

(11.79)
.729

Convenience

I continue to buy a brand if it is good to me.

I used to go same store to buy clothes.

I prefer a store that has a variety of items and brands.

.772

.738

.601

1.619

(9.52)
.729

Economy
I tend to shop in the sales period.

I like to go outlet store to buy low priced brand name clothes.

.844

.830

1.561

(9.52)
.551

Total % of variance cumulative 67.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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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을 가진다. 유행혁신성 요인과 의견선도력 요인들     

의 신뢰도는 각각 .93, .75로서 신뢰할 만하며 두 요인        

에 의한 설명력은 약 61%를 나타냈다.

2. 패션 SNS 사용의도와 구전의도에 대한 회귀분석

의복쇼핑성향과 혁신제품에 대한 태도, 유행선도력    

및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이 패션 SNS의 사용의도      

와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      

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의복쇼핑성향 변       

인은 패션 SNS 사용의도나 구전의도에 어느 요인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의복쇼핑성      

향 변인을 포함시킨 경우(사용의도 모델1, 구전의도 모      

델1)와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사용의도 모델2, 구전의     

도 모델2)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혁신제품에 대한 태도변인의 정보적합성 요인은 모     

든 모델에서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필요     

한 패션정보를 더 많이 제공한다고 생각되면 스마트폰     

이나 태블릿을 통한 패션 SNS를 이용할 의사가 있으     

며 모바일을 통한 패션 서비스 내용을 주변 사람들에     

게 구전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다. 정보적합성 요인이     

신제품의 사용의도나 구매의도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     

은 Sung and Jeon(2005)의 소비자 태도연구에서도 확     

인되었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제품우월성이나 SNS의    

이용용이성 요인은 패션 SNS 사용의도나 구전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     

는 본 연구대상인 대학생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의 기능     

Table 2. Result of factor analysis for attitude toward innovative products

 Factor Item
Factor 

loading

Eigenvalue

(variance%)

Cronbach's

α

Attitude

toward
innovative

products

Information

appropriateness

Mobile fashion SNS is appropriate to get fashion info.

Mobile SNS gives more fashion information

I can tell the benefits of mobile fashion SNS to others.

If I have a Smartphone, I will try fashion SNS.

.870

.810

.737

.654

2.595

(25.949)
.811

Superiority
Having Smartphone will give a lightweight or better image to others.

I feel superior to others if I have a Smartphone.

.882

.871

1.598

(15.985)
.716

Easy to use

I don't know what is mobile SNS.

Mobile SNS is easy to use.

I have seen that others use mobile fashion SNS.

I can't tell why it is good to use mobile fashion SNS.

.711

.791

.697

.667

2.399

(23.988)
.526

Total % of variance cumulative 65.922

Table 3. Result of factor analysis for fashion leadership

Factor Item
Factor

loading

Eigenvalue

(variance%)

Cronbach's

α

Fashion

leadership

Fashion 

innovativeness

I tend to buy new trendy style earlier than my friends.

I am a kind of early adopter. 

I would be influential on fashion.

I know new trends better than others.

I try to be an early adopter to take a new style.

I feel good when others ask me about new styles.

People tend to ask me about up-to-date styles.

My clothes are likely to be a new fashion styles.

I enjoy buying and wearing a new style.

I would tell about my recent style to others.

I desire to buy a new style.

.842

.823

.812

.809

.803

.745

.743

.717

.704

.703

.655

6.551

(43.675)
.934

Opinion 

leadership

I have many friends.

I am likely to go to many social meetings

I heard I am well informed.

I tend to be persuasive.

.830

.803

.650

.648

2.537

(16.911)
.749

Total % of variance cumulative 60.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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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우월성은 잘 인식하고 있고 컴퓨터 소셜네트워크 서       

비스 사용경험으로 인해 모바일을 통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장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유행선도력 변인의 경우 유행혁신성 요인은 패션     

SNS 구전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의견선도력 변인은 패션 SNS 사용의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새로운 스타일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고 최신 유행제품을 먼저 구        

매하는 성향이 높은 유행혁신성이 큰 집단은 모바일을      

통한 패션정보 서비스에 대해 직접 이용하려는 시도보      

다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려는 의도가 높은 반면 일       

상적인 의견선도력이 높은 집단은 직접 모바일 소셜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와 같      

은 결과는 유행혁신성이 높은 소비자는 직접 패션제품      

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고 의견선도력이 큰 집단은 주       

변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는 선행연구     

들의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 그 이유는 본 연구의 유행     

혁신성 요인문항들이 직접 새로운 패션제품을 채택하     

는 혁신성 문항들과 함께 패션정보를 주변에 전달하는     

유행의견선도력 문항들이 포함된 때문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해 본 연구의 유행혁신성 요인은 유행혁신성     

외에도 유행의견선도력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구     

전의도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에 비해 본 연     

구의 의견선도력 요인은 패션제품이 아닌 일상생활에     

서의 선도력을 설명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경우 응답자의 전공(패션전    

공자, 패션 비전공자)은 유의한 영향이 없었으나 성     

별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패션 SNS의 사용의도가 유     

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반     

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의복관심도가 높고(Kaiser,     

Table 4. Regression analysis for intention to use and word-of-mouth about fashion SNS 

 Independent Variables

Model 1 of intention to 

use

Model 2 of intention to 

use

Model 1 for word-of-

mouth

Model 2 for word-of-

mouth

B

(SE)
β

B

(SE)
β

B

(SE)
ß

B

(SE)
β

Fashion

shopping 

orientation

Fun

Trend

Brand

Convenience

Economy

.755)

(.080)

.051)

(.072)

.019)

(.068)

.025)

(.066)

−.006)

(.060)

.059***

.042***

.015***

.020***

−.005***

−.044)

(.062)

.052)

(.056)

−.018)

(.053)

−.039)

(.052)

−.034)

(.047)

−.042***

.054***

−.018***

−.037***

−.034***

Attitude

toward

innovative

products

Information 

appropriate

Superiority

Easy to use

.750)

(.071)

−.080)

(.056)

.1151)

(.102)

.538***

−.076***

.072***

.760)

(.070)

−.067)

(.052)

.157)

(.101)

.546***

−.063***

***

.075***

.674)

(.055)

.056)

(.043)

−.045)

(−.080)

598***

.065***

−.561***

.668

(.055)

.057

(.040)

−.052

(.079)

.593***

.066***

−.031***

Fashion

leadership

Fashion 

innovativeness

Opinion

leadership

.066)

(.092)

.245)

(.081)

.052***

.163***

.134)

(.076)

.232)

(.079)

.104***

.154***

.254)

(.071)

.056)

(.063)

.244***

.046***

.249

(.059)

.045

(.061)

.239***

.037***

Demo-

graphics

Gender

Major

−.322)

(.144)

.080)

(.122)

−.160***

.038***

−.375)

(.106)

.075)

(.119)

−.186***

.035**

−.111)

(.089)

−.177)

(.095)

−.068***

−.068***

−.090

(.083)

−.113

(.093)

−.055***

−.066***

R
2

(Adj. R
2
)

.486

(.460)

.481

(.466)

.525

(.500)

.520

(.505)

F-value 18.311*** 31.420*** 21.348*** 36.627***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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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Rhee, 1999) 패션선도성향이 높기 때문에(Ha &      

Shin, 2001) 패션정보에 대한 관심이 크며 그에 따라 스        

마트폰을 통한 패션정보 서비스에 대한 사용의도가 높      

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F 값에 의하면 모든 연구모델은 유의하였으나, 수정      

된 설명력(adjusted R
2
)을 보면 의복쇼핑성향을 포함시     

키지 않은 모델들의 설명력(각각 46.6%, 50.5%)이 의      

복쇼핑성향 변인을 포함시킨 모델들의 설명력(각각    

46%, 50%)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귀분      

석에 사용된 독립변인들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알      

아보기 위해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을 조사한      

결과 모든 변인들의 VIF 값이 1.110~2.297 범위 안에       

있었다. 즉 다중공선성의 기준값인 10보다 낮으므로     

본 회귀분석모델들은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복쇼핑성향을 포함시키지 않은 회귀분석결과에   

기초하여 패션 SNS에 대한 소비자 태도모델을 정리하      

면 <Fig. 1>과 같다. 사용의도와 구전의도는 상관계수      

가 .692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Fig. 1>에 의       

하면 두 변인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준 요인은 혁신제       

품태도 변인 중 정보적합성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소비자가 추구하는 패션 SNS 정보유형

응답자의 성별, 전공별로 현재 스마트폰으로 제공되     

는 여섯 가지 유형의 패션어플리케이션(웹사이트 정보,     

온라인 컬렉션, 패션정보, 브랜드와 지역정보, 문화·예     

술정보, 사용자 참여 프로그램) 중 이용하고 싶은 정보     

유형에 대해 중복응답을 허용하여 체크하도록 한 빈도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패션 SNS 정보들 중에 가장 이용하고 싶어 하는 유     

형은 온라인 컬렉션 정보이고 그 다음은 패션정보, 문     

화·예술정보 순이었으며 사용자 참여 프로그램은 선     

호도가 가장 낮았다. 선호하는 서비스 유형은 성별로     

차이가 있어서, 여성은 남성보다 온라인 컬렉션이나     

기타 패션정보, 사용자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욕     

구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의 회귀     

분석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의복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패션정보에 대     

Fig. 1. Model of consumer attitude for intention to use

fashion SNS and word-of-mouth for fashion SNS.

Table 5. Information types of fashion SNS preferred by gender and major

(Multiple choice allowed and expectation frequency in parenthesis)

 Information type 

of fashion SNS
Freq.

Gender (N=245) Major (N=245)

Male

(n=107)

Female

(n=138)
χ
2 Fashion

(n=164)

Non-fashion

(n=81)
χ
2

Website information 135
57 78

0.257
88 47

00.418
(59.0) (76.0) (90.4) (44.6)

Online collection 169
64 105

7.460**
135 34

41.239***
(73.8) (95.2) (113.1) (55.9)

Style information 159
60 99

6.494**
108 51

00.199
(69.4) (89.6) (106.4) (52.6)

Brand + local information 79
36 43

0.170
55 24

00.379
(34.5) (44.5) (52.9) (26.1)

Culture & art information 142
60 82

0.277
99 43

01.179
(62.0) (80.0) (95.1) (46.9)

User participation program 60
21 39

2.430*
32 28

06.646**
(26.2) (33.8) (40.2) (19.8)

*p<.10,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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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심도 크며 스마트폰을 통한 패션정보 서비스에      

대한 사용의도가 높은 때문으로 간주된다. 

패션전공자와 비전공자 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     

는데 패션전공자들은 전공하지 않는 응답자들에 비해     

온라인 패션쇼와 사용자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훨씬 높았다. 패션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전공 특성에      

따라 새로운 패션스타일에 대한 신속한 자료가 필요하      

며 각 브랜드들이 제안하는 다양한 사용자 참여 프로       

그램(예: 소비자가 디자인하는 진스타일, 스포츠제품    

착용 후 신체활동 측정 등)을 통해 최신 패션마케팅 방        

안들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정보를 더 중요시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V. 결론 및 제언

패션 관련 소셜네크워크 서비스의 사용의도와 구전     

의도는 일부 혁신제품태도 요인(정보적합성)과 유행선    

도력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행       

선도력 변인 중 유행혁신성 요인은 패션 SNS 구전의       

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의견선도력      

변인은 패션 SNS 사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복쇼핑성향 변인은 패션 SNS 사용의도나 구전의     

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와 최근의 연구결과들(Ha & Shin, 2001; Jeon      

& Sung, 2008)을 보면 일반적인 의복쇼핑성향은 특정      

한 패션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행동을 예측하      

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반적인       

패션태도가 특정 패션제품에 대한 구매의도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특정 패션제품에 대한 소      

비자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하고 미시적      

인 영향변인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패       

션브랜드나 패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류      

업체들은 자사제품에 특징적으로 적용할 만한 사회심     

리학적 변수들을 사용해야만 유효한 소비자시장을 구     

별해낼 수 있을 것이다. 

남녀의 성별로 스마트폰 패션정보 서비스에 대한 요      

구가 다른 점은 마케팅 시사점이 크다. 패션브랜드나      

유통업체들은 패션쇼 동영상이나 제품 간의 믹스앤매     

치 제안, 연예인 스타일링 정보 등과 같이 여성들이 선        

호하는 정보를 빠르게 올리고 각종 소비자 참여 프로       

그램(예: 고객스타일의 실시간 업로드, 스포츠웨어 착     

용을 통한 체중조절 프로그램 관리)을 제안함으로서     

기업과 소비자 사이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촉진시     

키고 고객충성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남성 및 비     

전공자들의 이용을 자극하려면 이들 소비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게임 프로그램과 협업하여 패션정보를 제공     

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

젊은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폰을 통한 상품정보 서비스의 이용용이성 요인은 패션     

SNS 사용의도나 구전의도에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만약 후속연구에서 스마트폰 기능이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해 친숙하지 않은 중장년층     

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면 제품우월성이나 사용용이    

성 요인의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패션     

SNS 사용경험자들이 많아진 후에 이들을 대상으로 모     

바일 패션정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재이용의도를     

조사하면 기존의 패션제품이나 서비스 만족도 연구들     

과 비교하여 개연성이 있는 소비자 행동모델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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