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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overall internet service, online fashion communities appeared 
and have started to thrive. The growth of mobile service has led to an even bigger expansion of 
these communities, and will wield a strong influence for the foreseeable future. The purpose of 
our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ehavior of these fashion communities 
an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the community features. For our data analysis, our study used 
302 men and women, aged from their 20’s and their 40’s.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ome features, such as interaction, entertainment, promotion, information, and system technique, 
were drawn as the factors of the online fashion communities. Second, we could divide the com-
munity behavioral types into three different groups: buyer, maven, and onlooker groups. Third, 
all three groups showed different community characteristics. The primary concern for the buyer 
group was promotion while the mavens and the on-lookers were most interested in information. 
Fourth, they also showed different demographic characteristics in terms of gender, age, duration 
of membership, on-line time per visit and number of visits per week. These results show that a 
new strategy is necessary for online fashion communities to differentiate themselves and their 
marketing to consumers and their community behavioral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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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커뮤니티란 지역적 단위로서 ‘공동체’를 의미하며,

특정 지역이나 국가 등에 사는 사람들을 통칭한 주

민 혹은 지역사회로 해석할 수 있다. 인터넷의 보급

과 발달로 커뮤니티는 온라인 가상 커뮤니티 형태로

발전하였고, 스마트 혁명은 커뮤니티활동을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로 확장시켰다. 이러한 매체의 발달은

커뮤니티 활동 내 소통을 강화시키며 2000년대 이후

그 활동은 더욱 다양해졌다. 공간적 한계의 극복, 즉

각적 반응과 소통, 그리고 접속의 자유로움 등 모바

일과 온라인 시스템의 발전이 가져온 커뮤니티 활동

의 혜택은 시스템 발전과 함께 배가되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연구는 2000년대 초반에 Kang

(2002)의 연구를 비롯하여 Kang(2004), Kim, Lee,

& Lee(2004), Suh(2003) 등의 온라인 커뮤니티 특

성에 대한 연구로 시작되었다. 이 연구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확산과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 속성들이 이

용 의도나 구매 혹은 충성도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

지에 대해 집중되었다. 2000년대 중반에 접어들어 소

셜 네트워크 형태인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등

의 등장으로 네트워킹의 극대화되었고, 소셜 네트워

크의 사용이 온라인 커뮤니티의 충성도와 몰입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Chun(2007), Ko & Kwon(2006),

Lee(2008), Lee & Seo(2005), Lim & Hwang

(2007), Mun & Lee(2007)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2000년대 후반에는 온라인 브랜드 커뮤니티에 대한

연구(Choi, 2013; Choi & Han, 2012; Jung & Lee,

2011; Kim, 2011; Lee, 2012)와 함께 온라인 육아

(Hwang & Hwang, 2010), 대학의 온라인 커뮤니티

(Lee & Kim, 2010), 여행 커뮤니티(Oh, 2012) 등

커뮤니티 연구영역도 다양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정보원천이면서 동시에 구매에

영향을 미친다(Huh, 2012). 소비자에게 미치는 온라

인 커뮤니티의 영향은 그 어느 때 보다 다양하다. 커

뮤니티의 소비자들은 제품의 특질, 구매장소, 가격,

자신이 체험한 제품에 관한 사용경험, 구매, 쇼핑 등

을 다른 소비자와 공유하고, 타인으로부터 정보를 획

득하기도 한다(Song, 2008).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소비자 스스로가 정보생산, 정보활용, 정보교류 등과

같이 다양한 소비자 정보활동을 펼치기도 한다. 온라

인 커뮤니티는 소비자들의 전통적인 소비문화와 구

매행동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Suh & Kim,

2002). 과거에 오프라인 구매를 선호하였던 소비자들

이 이제는 이동의 장점과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

는 온라인 커뮤니티 구매를 선호함에 따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제품 구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가 소비자의 행동을 변화시키면서

기업들은 표적 마케팅, 그리고 효율적인 개별 마케팅

의 효과적 전략 실행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마케팅

전략은 특히 비용대비 높은 효과와 충성도를 확립할

수 있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커뮤니티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러한

다양한 행동과 이점의 이면에는 커뮤니티 소비자의

행동변화에 대한 분석 없이 성공사례에 의존하는 경

우가 많은 것도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온라인 커뮤니티 소비자의 행동

을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다양한 전략적 방법을 모색

하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 행동 유형을 중심으로

시장을 세분하고 각 세분 집단의 주요 커뮤니티 속

성과 소비자 특성을 파악해 보았다. 본 연구는 첫째,

온라인 커뮤니티의 주된 활동을 분류함으로서 마케

팅 대상에 맞는 전략적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도록

하며, 둘째, 목표 전략에 필요한 커뮤니티 소비자 정

보를 바탕으로 정확한 표적마케팅을 효과적으로 진

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

Ⅱ. 이론적 배경
1. 온라인 커뮤니티 속성
커뮤니티의 연구는 Kang(2002)의 온라인 커뮤니

티 특성이 커뮤니티 몰입과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한 연구를 시작으로, 인터넷 가상 스키동호회,

온라인 육아, 온라인쇼핑몰, 온라인 브랜드, 온라인

여행 등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적용되어

왔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커뮤니티의 고유 특성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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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기 때문에 연구배경에 따라 온라인 커뮤니티의

속성은 다양할 수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고유 특성을 Amstrong &

Hagel(1996)은 구성원들의 커뮤니티 가입 목적과 요

구를 중심으로 하여 거래 커뮤니티, 관심커뮤니티,

관계 커뮤니티, 환상 커뮤니티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거래 커뮤니티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

매를 용이하게 해주고 거래에 관련된 정보 교환 및

습득을 주목적이다. 관심 커뮤니티는 취미나 전문분

야 등 특정주제에 대한 지식과 의견을 교환한다. 관

계 커뮤니티는 유사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유대관계를 형성한다. 환상 커뮤니티는 게임, 엔터테

인먼트처럼 재미와 흥미를 추구하는 쾌락적 욕구에

기반을 둔 커뮤니티이다(Lim & Hwang, 2007). 이

러한 Amstrong & Hagel(1996)의 분류방식은 커뮤

니티 속성의 차이를 중심으로 커뮤니티의 특성을 살

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00년대 이후의 커뮤

니티에 관한 국내연구를 연구대상 커뮤니티에 따라

그 특성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았다.

먼저 일반적 온라인 커뮤니티 속성에 관한 연구로

Kang(2002)은 커뮤니티의 경제적 욕구 충족, 사회적

욕구 충족으로 속성을 정리하였다. 경제적, 사회적

욕구를 속성에 사용한 이유로 사회적 욕구는 이용자

들끼리 상호작용을 유발하여 충족시킴으로써 궁극적

으로 경제적 가치 등의 다른 잠재된 형태의 수입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라 하였다. Suh(2003)는 커뮤

니티의 속성을 목표의 명확성, 상호작용성, 친밀성과

개인의 특성인 가치성향, 몰입성향으로, Lee &

Kim(2010)은 온라인 커뮤니티 속성을 개인특성, 상

호작용성, 정보제공성으로 정리하였다.

가상 커뮤니티 속성에 대한 연구에서 Kim(2004)

은 가상 커뮤니티 속성을 사회적 욕구, 경제적 욕구,

상호작용성으로 분류하였으며, Park & Chung(2011)

은 커뮤니티 속성을 공유가치, 커뮤니티 신뢰, 제공

자 명성으로 정리하였다. 일반적 온라인 커뮤니티의

속성의 경우 공유가치나 목적 혹은 취향이나 관심으

로 인한 친밀감이 주요 속성으로 주목되었으며 커뮤

니티 회원들끼리 취향이나 관심의 일치정도에 따라

가치를 공유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적

온라인 커뮤니티는 관심과 관계에 기반을 둔 커뮤니

티로 분류할 수 있다.

온라인 브랜드 커뮤니티의 속성에 대해서 Lee &

Chung(2007)은 정서적, 정보적, 오락적, 기능적, 습관

적, 상호작용성을, Kim(2011)은 정보, 보상, 명성, 편

리성, 상호작용성을, 그리고 Choi & Han(2012)은 정

보제공성, 활동보상, 상호작용성을 온라인 브랜드 커

뮤니티 속성으로 정의하였다. 온라인 브랜드 커뮤니

티의 속성은 역시 상호작용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보상성,

정보성 등을 주목할 수 있다.

온라인 브랜드 커뮤니티는 특정 기업이나 브랜드

라는 공통 대상이 이미 주어진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주로 기업과의 상호작용이 강조되며 보상이나, 제품

정보와 같은 거래 중심적 속성과 소비자의 흥미를

유지시키기 위한 오락성이 강조되었다. 공유가치를

찾아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일반적 온라인 커뮤니티

와는 달리 브랜드 커뮤니티는 기업주도적 성격의 커

뮤니티이기 때문에 오락성과 같은 유희적 욕구가 중

요한 속성으로 고려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 브랜드 커뮤니티는 관계와 환상을 특성으로

하는 커뮤니티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온라인 패션 커뮤니티 속성 연구에서는 Ko &

Kwon(2006)이 상호작용성, 정보제공성, 흥미제공성

을 제시하였다. Lim & Hwang(2007)은 보상 및 흥

미제공성, 상호작용성, 정보제공성으로 정리하였다.

패션 온라인 커뮤니티는 상호작용성, 정보제공성, 흥

미제공성이 패션 커뮤니티를 이끌어가는 주요요인으

로 연구되었다. 패션 커뮤니티는 가입의 목적이 같은

사람들끼리 만들어진 것으로 거래, 이해, 관계, 환상

커뮤니티의 내용들이 정보제공성, 흥미제공성, 상호

작용성으로 추려진 것으로 생각된다.

그 외 동호회나 취미관련 커뮤니티에 관한 연구로

Kim et al.(2004)은 인터넷 스키 동호회의 커뮤니티

속성을 사회적욕구, 경제적 욕구, 상호작용으로 정의

하였다. Lim & Hwang(2007)은 온라인 육아 커뮤니

티 특성을 애착/즐거움, 실용/경제성, 상호작용성, 정

보성으로 정리하였다. Oh(2012)는 온라인 여행커뮤

니티 특성을 상호작용성, 콘텐츠, 흥미로움, 신뢰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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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리하였다. 동호회나 취미는 역시 관계와 흥미를

주요 특성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다양한 커뮤니티 속성에 대해 본 연구에서

는 선행연구에서 주로 공통적으로 다루어진 주요 커

뮤니티 속성을 <Table 1>과 같이 정리하였다. 공통된

주요 속성은 정보성(information), 오락성(entertain-

ment), 신뢰성(reliability), 상호작용성(interaction),

경제성(economicity), 사회성(sociality) 등으로 나타

났다. 이에 본 연구는 2002년 이후부터 커뮤니티 속

성으로 사용되고 있는 정보성, 오락성, 상호작용성,

경제성을 본 연구에 활용하여 연구하였으며, 커뮤니

티의 발전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신뢰성을 기술관

련 보안성과 용이성으로 살펴보았다.

2. 온라인 패션 커뮤니티 행동유형
1) 구매의도

구매 관련행동은 많은 커뮤니티 연구에서 결과변

수로 분석되었으며 성공적인 커뮤니티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로 평가 된다. 커뮤니티 속성과 구매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직접 관계와 매개변인을 통한

간접 관계 연구로 살펴 볼 수 있다. 먼저 매개변수를

통한 구매의도에 관한 연구로는 Seol & Shin(2002)

의 연구에서 인터넷 쇼핑몰의 속성이 방문빈도를 통

해 구매의도에 영향을 주었고, Hwang & Hwang

(2010)의 연구에서는 정보성이 충성도를 통하여 구

매의도에 영향을 주었다. Park & Yoo(2003)는 웹사

이트 내 커뮤니티 공동체 의식이 웹사이트와의 동일

시와 충성도를 통해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쳤고, Oh

(2012)의 연구에서는 커뮤니티 특성인 상호작용성과

신뢰성이 커뮤니티 의존도를 통해 구매의도에 영향

을 주었다.

구매 관련변수는 커뮤니티 속성과 다양한 매개변

인을 통해 커뮤니티의 성과를 궁극적으로 평가하는

평가지표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구

매와 같은 궁극적 성과를 위해 방문빈도, 충성도, 동

일시, 커뮤니티 의존도 등의 커뮤니티에 대한 결속이

나 친밀도 등 다양한 과정이 모색된다. 구매의도는

커뮤니티 속성의 직접적 성과로도 연구되었다. Kim

(2004)은 가상커뮤니티 특성의 구매의도에 대한 직

접적인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고, Hwang & Hwang

(2010)의 연구에서 정보성은 구매의도에 간접적인

Authors(year)
Community elements

information entertainment reliability interaction economicity sociality

Kang(2002) ○ ○

Suh(2003) ○

Kim(2004) ○ ○ ○

Kim et al.(2004) ○ ○ ○

Lee & Seo(2005) ○ ○ ○

Ko & Kwon(2006) ○ ○ ○

Lim & Hwang(2007) ○ ○ ○

Lee & Chung(2007) ○ ○ ○

Hwang & Hwang(2010) ○ ○ ○

Lee & Kim(2010) ○ ○

Kim(2011) ○ ○ ○

Park & Chung(2011) ○

Lee(2012) ○ ○

Choi & Han(2012) ○ ○ ○

<Table 1> Community elements reviewed in previou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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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과 동시에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주었다. Oh

(2012)의 연구에서도 커뮤니티 특성 중 상호작용성

과 신뢰성은 구매의도에 간접 영향과 동시에 직접적

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회원들 간의 관

계가 돈독해 질수록 회원들은 커뮤니티에 애착을 갖

게 되며 커뮤니케이션 매체에 참여하는 횟수가 많을

수록 커뮤니티의 탈퇴는 감소한다. 온라인 커뮤니티

에 대한 회원들의 충성도가 높을수록 자주 접속하게

되고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자주 참여할수록 회원들

간의 유대관계는 더욱더 긴밀해지며 이는 다시 온라

인 커뮤니티에 대한 강력한 충성도로 연결된다. 따라

서 구매의도는 충성도, 동일시, 방문빈도, 혹은 의존

도와 같이 지속적 관여의 증가와 함께 나타나는 커

뮤니티의 주요 성과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2) 커뮤니티 몰입

커뮤니티 몰입은 태도적 관점의 몰입과 함께 행동

적 관점의 몰입으로도 정의되고 있다. Kang(2002)은

커뮤니티 몰입을 행동과 태도적 차원으로 정의하였

는데 커뮤니티 몰입이 커뮤니티 속성과 브랜드 충성

도간의 관계를 매개하였다. Ko & Kwon(2006)의 연

구에서도 상호작용성, 정보제공성, 흥미제공성 등의

커뮤니티속성이 행동적 몰입과 태도적 몰입을 통하

여 브랜드 충성도에 영향을 미쳤다. Lee & Chung

(2007)의 연구에서는 커뮤니티의 행동적 몰입이 커

뮤니티 속성을 브랜드 자산으로 이어주는 매개변수

였고, Lee & Kim(2010)의 연구에서는 태도적 몰입

과 행동적 몰입이 커뮤니티 속성과 재이용의도에 영

향을 미쳤다.

커뮤니티 몰입을 태도적 관점으로만 정의한 연구

로, Hong(2006)은 태도적 몰입을 세 개 차원으로 감

정적, 지속적, 규범적 몰입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몰입은 브랜드 일체감을 통해 브랜드 재구매 행동과

구전활동 및 공동생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그

밖의 Hong, Ryu, & Moon(2007)의 연구에서 태도적

커뮤니티 몰입은 의류브랜드 커뮤니티 이용에 대한

동기 중 관계욕구에 대한 충족의 영향을 받는 것으

로 나타났다.

커뮤니티 몰입은 의미상 태도에 더 가깝게 정의된

다. 그러나 몰입 상태 안에는 “정중동(靜中動)” 즉

지속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움직임으로서, 예를 들

면 다른 경쟁 브랜드에 대한 저항이나 혹은 커뮤니

티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지속적 관심과 애착 등의

노력을 포함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커뮤니티 몰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성공적인 커뮤니티의 성과로 이

어주는 핵심개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커뮤니티의

주요활동 중 하나로 반드시 연구되어야 하며 무엇보

다도 본 연구의 시장 세분화 변수로 꼭 필요한 개념

이다.

본 연구에서는 커뮤니티 몰입의 다양한 측면 중

감정적 몰입에 중점을 두었다. 감정적 몰입은 패션제

품과 관련된 마케팅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으며 온라인 패션 커뮤니티의 상황적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개념이다. 감정적 몰입은 태도적

몰입의 일종으로 대상에 대한 심리적(감성적, 정서

적) 애착정도를 의미한다(Staw, 1980). 태도적 몰입

에는 감정적 몰입이외에도 지속적 몰입과 규범적 몰

입이 포함되는데 지속적 몰입은 커뮤니티 이탈로 인

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비용을 고려한 관계지속의지

이고 규범적 몰입은 책임과 도덕적 의무에 대한 신

념을 바탕으로 한 관계지속의지이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온라인 패션 커뮤

니티는 자율적 자발적 집단으로 커뮤니티에 들고 나

는 것이 자유롭다는 점과 규범에 얽매이거나 탈퇴로

인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커뮤니티가 아니다. 온라

인 패션 커뮤니티를 어떠한 책임과 도덕적 의무를

감수해야 하는 공동체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또한 지

속적 몰입은 개인적 비용의 손실과 같은 경제적 정

보속성과 같은 커뮤니티 속성과 유사한 맥락이고 규

범적 몰입은 관계유지에 관한 것으로 상호작용 속성

과 그 뜻을 같이하여 개념이 중복된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커뮤니티를 얼마나 좋아하는가에 근거를

둔 심리적인 애착정도의 감정적 몰입이 본 연구의

커뮤니티 몰입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마켓 메이븐 행동

마켓 메이븐(market maven)은 Feick &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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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의 연구에서 다양한 제품, 쇼핑 장소, 시장 정

보를 가지고 있으며 시장 정보에 대해 다른 소비자

와 논의를 시작하거나 타 소비자의 시장 정보에 대

한 질문에 응답하려는 사람으로 정의되었다. 이러한

마켓 메이븐과 같은 행동적 성향을 마켓 메이브니즘

(market mavenism)이라 하는데 이러한 성향은 시장

에 대한 높은 관여와 시장정보의 중요한 정보를 바

탕으로 한다(Clark & Goldsmith, 2005).

제품을 구매 또는 사용해보는 얼리 어답터와는 다

르게 마켓 메이븐은 구매나 제품소비를 당연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며(Wiedmann, Walsh, & Mitchell,

2001),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획득한다. 얼리

어답터가 제품 수명주기의 초기에 관심이 많은 반면

마켓 메이븐은 제품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관련된

내용에 관심이 많다(Goldsmith, Flynn, & Gold-

smith, 2003).

마켓 메이븐은 파워 블로거와도 유사한 면이 있는

데, 마켓 메이븐은 한 분야에 한해서가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사용해보거나 혹은 사용해 보지 않고도 정

보전달을 하거나 획득을 하는데 파워 블로거도 본인

이 모든 분야를 사용해 보지 않고 타인들이 포스팅

한 내용들을 블로깅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게 볼 수

있다. 파워 블로거에 대한 연구에서 Hong, Park, &

Chung(2009)은 파워 블로거의 유용성, 사회적 영향,

즐거움, 경제적 이익이 태도를 통하여 지속적 이용의

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유용성, 사회적 영향성, 즐거

움은 단독으로도 지속적 이용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마켓 메이븐에 대한 Song(2008)의 연구에 의하면

내면화 및 동조가 높을수록 구전활동에 영향을 미쳤

으며, 내면화와 동조의 구전활동에 미친 영향은 마켓

메이븐 성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크게

영향을 주었고, 마켓 메이븐 성향이 높은 집단은 내

면화를 통한 구전활동이 동조를 통한 구전활동보다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높았다. Jeon & Park(2012)은

소비자들이 마켓 메이븐의 존재와 영향력을 인지하

고 있으며 마켓 메이븐 성향이 패션소비행동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에서 보면

마켓 메이브니즘은 커뮤니티 성과를 결정하는 구매,

지속적 이용, 혹은 일반적 소비행동에 미치는 파급효

과가 크다는 점에서 커뮤니티 성공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볼 수 있다.

일반적 구전과 달리 마켓 메이븐이나 파워 블로거

의 의견은 소비자의 제품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Kim(2003)은 소비자의 지식수준에 따라 구전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제품 지식이 적은 소

비자는 제품지식이 많은 소비자보다 온라인 구전 정

보를 더 많이 탐색한다고 하였고 이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이는 마켓 메이븐 행동이 일어나는

것은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구전으로 다른 이에게 영

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을 종합하여 마켓 메이브니

즘을 다양한 제품, 쇼핑 장소, 시장 정보를 바탕으로

시장 정보에 대해 다른 소비자와 논의를 시작하거나

타소비자의 시장 정보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고자 하

는 성향으로 정의하였다.

3. 온라인 패션 커뮤니티의 소비자 특성
소비자 특성은 온라인 커뮤니티 행동 유형을 중심

으로 한 세분시장의 차별적 접근방안을 제시하기 위

한 연구에서 세분시장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Shih & Venkatesh, 2004).

소비자 특성 중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 접속행동은

온라인 커뮤니티 행동을 유형화하기 위해 사용된 대

표적 측정변수로 볼 수 있다. Kim, Han, & Park

(2002)은 커뮤니티 웹사이트 방문행동을 구성하는

사이트 밀착도(페이지뷰), 체류시간과 방문빈도를 결

합하여 커뮤니티 소비자들의 세분화 전략을 제시하

였다. Kim et al.(2002)은 웹사이트 충성도를 나타내

는 우수고객, 자주 방문하지는 않지만 일단 방문하면

많은 페이지를 보고 오래 머무는 높은 사이트 밀착

도를 나타내는 고객, 그리고 자주 방문은 하지만 낮

은 사이트 밀착도를 나타내는 고객으로 커뮤니티 소

비자를 세분화하였다. 이를 통해 높은 충성도를 나타

낼 가능성이 큰 고객들을 대상으로 사이트를 더 자

주 방문하도록 하거나, 더 높은 밀착도를 유도하기

위한 차별적 마케팅 전략을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

라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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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 빈도는 Park(2000)의 연구에서 인터넷 방문

빈도로 측정되었으며, 방문빈도가 높을수록 구매의도

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Joo & Han(2001)의 연구

에서도 온라인 고객의 체류시간과 페이지뷰가 사이

트 수익성 즉 구매를 가능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한 연구들로

Kang(2004)은 커뮤니티 이용빈도와 이용시간을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 소비자 집단을 구별하였고, Lee &

Chung(2007)은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일주일

동안 커뮤니티를 방문하는 평균횟수와 한번 방문할

때의 이용시간을 기준으로 이용자를 구분하였다. 이

밖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 접속행

동 관련 변수가 소비자 특성으로 측정되었다.

접속행동과 함께 선행연구에서 주목한 변수는 소

비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이다. Lee & Chung(2007)은

인구통계적 변수가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행동을 설

명하는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였다. 특히 기

업 주도적 온라인 커뮤니티보다 소비자 주도적 온라

인 커뮤니티의 경우에 인구통계적 변인은 소비자 행

동 모델의 설명력을 크게 증가시켰으며 브랜드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들의 설명력과 통계적 유의성

에 차이를 보였다. Feick & Price(1987)와 Williams

& Slama(1995)는 온라인 커뮤니티 소비자의 인구통

계적 특성 중 성별을 커뮤니티 행동과 유관한 특성

변수로 주목하였으며, 이러한 연구내용은 Lee &

Park(2014)의 연구에서도 지지되었다. Lee & Park

(2014)은 여성이 남성보다 마켓 메이븐 역할에 참여

하는 비율이 높고 이것은 여성이 잡지를 많이 읽고

TV시청률도 높으며 쇼핑하는 것을 즐기는 등 여성

의 정보추구 성향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소비자의 특성이 구매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

연구도 찾아 볼 수 있다. Lee & Park(2014)이 언급

한 바와 같이 쇼핑을 즐기는 여성의 개인적 성향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구매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Rothaermal & Sogiyama(2001)도 특정 웹사이트

를 장기간 방문한 소비자일수록 초보자들에 비해 해

당 웹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참여 할 가능성

이 더 높다고 주장하였다. Park & Yoo(2003)는 소

비자가 웹사이트를 자주 방문할수록 인터넷 쇼핑에

대한 친숙도와 지식이 증가하고, 지각위험이 감소되

어 인터넷에서의 구매의도가 더 높다는 것을 실증적

으로 연구하였다. Sung & Han(1999)은 이러한 행동

을 소비자가 지각하고 있는 특정 집단이나 조직에

대한 참여가 적극적일수록 그 조직이 판매하는 제품

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으

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행동과 소비자

의 인구통계적 특성이 무관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Lim & Hwang(2007), Slama & Williams

(1990), Wiedmann, Walsh, & Mitchell(2001) 등의

연구는 성별을 비롯한 인구통계적 특성이 온라인 커

뮤니티 행동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소비자의

특성과 관련한 일련의 일치되지 않은 연구결과는 온

라인 커뮤니티의 특성과 대상 소비자의 다양성과 관

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동시에 이에 대해 보다

많은 연구가 추가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1) 온라인 패션 커뮤니티의 속성은 무엇인가?

2) 온라인 패션 커뮤니티의 주요행동은 무엇인가?

3) 온라인 패션 커뮤니티는 행동유형에 따라 어떻

게 세분화되는가?

4) 온라인 패션 커뮤니티의 속성은 세분시장에 따

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5) 온라인 패션 커뮤니티의 소비자 특성은 세분시

장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측정도구 및 변수정의
본 연구의 변수는 커뮤니티 속성으로 상호작용성,

제품 정보성, 경제적 정보성, 기술성, 오락성의 5개

변수와 커뮤니티 행동변수로 관계몰입, 마켓 메이븐,

구매행동의 3개 변수를 포함한다. 이상의 8개 변수는

모두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각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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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정보성은 제품, 서비스 구매 및 판매 촉진

과 거래와 관련된 정보로 제품구매에 경제적 도움을

주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측정문항은 Lim & Hwang

(2007)을 참고하여 ‘나는 커뮤니티의 마일리지, 상품

권, 구매 우선권 등을 활용 한다’ ‘나는 커뮤니티에서

진행되는 경품, 사은품, 한정 상품 등의 이벤트를 참

여 한다’ ‘나는 커뮤니티에서 진행되는 공동구매를

활용 한다’ ‘나는 커뮤니티에서 제공되는 제품에 대

한 쿠폰이나 할인혜택을 활용 한다’ ‘나는 커뮤니티

에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 정보를 활용 한

다’로 구성하였다.

제품 정보성은 제품의 전반적인 정보, 교환 및 구

매, 판매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

로 정의하였다. 측정문항은 Ko & Kwon(2006)의 문

항을 참고하여 ‘나는 제품에 관련된 정보를 활용 한

다’ ‘나는 최신제품의 정보를 활용 한다’ ‘나는 제품

의 A/S 정보를 활용 한다’ ‘나는 사용 중 생긴 문의

사항에 대한 정보를 활용 한다’ ‘나는 제품 사용에

관한 정보를 활용 한다’로 구성하였다.

상호작용성은 커뮤니티 회원 간의 질의응답 등의

의견교환이 활발한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측정문항은

Hwang & Hwang(2010), Lim & Hwang(2007)을

참고하여 ‘나는 게시판이나 채팅을 통한 회원들 간

정보 교류에 참여 한다’ ‘나는 회원들 간의 관련 의

견 교류가 활발하게 참여하다’ ‘나는 회원들 간의 인

적교류(쪽지교환, 채팅, 오프라인 모임 등)에 참여

한다’ ‘나는 회원들 간의 질의응답이 신속하게 이루

어지도록 노력 한다’ ‘나는 회원들과 쌍방향 커뮤니

케이션을 하는 느낌이 든다’로 구성하였다.

오락성은 커뮤니티의 오락적 콘텐츠를 즐겁다고

인지하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측정문항은 Ko &

Kwon(2006)을 참고하여 ‘나는 커뮤니티에서 제공되

는 각종 이벤트참여를 즐긴다’ ‘나는 커뮤니티에서

제공되는 게임을 즐긴다’ ‘나는 커뮤니티에서 제공되

는 어플리케이션을 즐긴다’ ‘나는 커뮤니티에서 제공

되는 음악을 즐긴다.’ ‘나는 커뮤니티에서 제공되는

시뮬레이션을 즐긴다’로 구성하였다.

기술성은 패션 커뮤니티에 가해지는 외부의 위협

으로부터 사적, 커뮤니티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기

술품질의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측정문항은 Ko, Kim,

Jeong, Oh, & Lee(2011), Lee & Seo(2005)을 참고

하여 ‘커뮤니티에서 나의 개인정보를 해킹과 같은 외

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된다’ ‘커뮤니티에

서 나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이트와 공유되지 않는다’

‘커뮤니티 콘텐츠 정보가 해킹과 같은 외부의 위협으

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된다’ ‘커뮤니티를 사용하면서

기술적인 문제(다운, 오류 등)가 발생하지 않는다’

‘연동된 사이트 이동이 용이하다’ ‘커뮤니티 접속이

안정적이다’로 구성하였다.

커뮤니티 몰입은 커뮤니티를 얼마나 좋아하는 가

에 기초를 둔 심리적인 애착 정도로 정의하였다. 측

정 문항은 Hong(2006)의 문항을 바탕으로 ‘나는 커

뮤니티 활동을 곧 그만둘 생각이다’ ‘나는 커뮤니티

활동을 오래 지속할 생각이 없다’ ‘나는 커뮤니티에

소속감을 느낀다’ ‘나는 커뮤니티에 매우 열성적인

충성회원이다’ ‘나는 커뮤니티에 애착을 느낀다’ ‘나

는 커뮤니티 활동을 곧 그만둘 생각이다’ ‘나는 커뮤

니티에서 탈퇴할 생각이 없다’ ‘나는 커뮤니티에서

회원으로 계속 활동 할 것이다’ ‘나는 커뮤니티의 멤

버십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나는 커뮤니티 활동을

오래 지속할 생각이 없다’ ‘나는 커뮤니티 활동을 곧

그만둘 생각이다’로 구성하였다.

마켓 메이븐은 다양한 제품, 쇼핑 장소, 시장 정보

를 가지고 있으며 시장 정보에 대해 다른 소비자와

논의를 시작하거나 타소비자의 시장 정보에 대한 질

문에 응답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측정 문항은

Jeon & Park(2012), Song(2008) 문항을 참고로 ‘나

는 커뮤니티에서 새로운 브랜드나 제품을 소개한 적

이 있다’ ‘나는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에게 다양한 정

보를 제공하는 편이다’ ‘나는 커뮤니티에서 구매하기

좋은 쇼핑장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편이다’ ‘나

는 커뮤니티에 제품 구매정보를 제공하는 편이다’

‘나는 커뮤니티나 블로그에서 본 상품을 다른 사람들

에게 추천 또는 권유하는 편이다’ ‘나는 제품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편이다’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구매행동은 커뮤니티와 SNS를 통한

구매경향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커뮤니티

성과로 실측될 수 있는 변수로 구매 의도보다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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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를 얼마나 하는가에 중점을 두었다. 측정 문항은

Kim(2004)의 문항을 참고로 ‘나는 커뮤니티에서 제

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로 구매 한다’ ‘나는 커뮤

니티에서 제공하는 구매 서비스(공동구매, 경매 등)

를 이용 한다’ ‘나는 커뮤니티에서 연동되는 쇼핑몰

에서 구매한 적이 있다’ ‘나는 커뮤니티에서 제품을

구매한 적이 있다’로 구성하였다.

3. 자료수집
본 연구를 위해 서울소재 3개 대학 캠퍼스에서 온

라인 패션 커뮤니티를 경험한 적이 있는 커뮤니티

회원 350명을 편의 추출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회

수된 330부의 설문지 중 불성실하거나 중복 답변이

있는 설문을 제외한 302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

다. 표본집단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

별로는 남자가 124명 42%, 여자가 178명으로 58%로

조사되었고, 연령은 21세에서 25세가 51.3% 과반수

로 조사되었다. 이 조사에서는 주로 20대 초반의 응

답자들이 주로 패션커뮤니티를 방문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학력은 대학(원)생이 60.9%로 대다수로

조사되었다. 월수입은 50만원 미만이 43.1%로 나타

났으며 다음으로는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23.8%로 조사되었다. 직업은 회사원이 182명 60.3%

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는 자영업 75명 24.8%로

조사되었다.

4. 분석방법
분석 방법은 첫째, 표본 집단의 인구 통계학적 특

성은 SPSS for Windows 18.0을 이용하여 표본의 인

구통계적 요인에 대해서 빈도수와 백분율을 산출하

는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둘째, 커뮤니티 속성과,

온라인 커뮤니티 행동에 대하여 요인분석, 신뢰도

Cronbach-α 값을 산출하였다. 셋째, 온라인 커뮤니티

행동특성의 집단은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온라인 커뮤니티 집단에 따른 커뮤니티 속성

분석은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온라인 커

뮤니티 집단의 소비자 특성은 교차분석을 실행하고

χ2 값으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온라인 패션 커뮤니티 속성
온라인 패션 커뮤니티 속성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

시한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총 5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자료에 대한 전체 요

인의 설명력은 69.05%로 나타났다. 요인 1은 상호작

용성(interaction)으로, 상호작용, 인적교류, 질문답변,

의견교류, 체험시뮬레이션, 정보참여 등의 항목을 포

함하며, 고유치는 7.34, 설명 분산 31.93%로 나타났

다. 요인 2는 제품정보성(information)으로, 사용정보

활용, 문의사항이나 최신정보 및 AS정보 활용 등의

항목을 포함하였고 고유치는 3.62, 설명 분산은 15.%

로 나타났다. 요인 3은 기술성(system technique)으

로, 컨텐츠 위협, 사이트 공유, 기술적 문제, 개인정

보 위협, 접속안정성 등의 항목을 포함하였고 고유치

는 2.40, 설명 분산은 10.42%로 나타났다. 요인 4는

경제적 정보성(promotion)으로 마일리지 활용, 할인

혜택 활용, 경품 활용, 가격정보 활용 등의 항목을

포함하였고 고유치는 1.44, 설명 분산은 6.27%로 나

타났다. 마지막 요인 5는 오락성(entertainment)으로

즐거움이나 재미 등의 항목을 포함하며 고유치는

1.08, 설명 분산은 4.69%로 나타났다.

2. 온라인 패션 커뮤니티 행동
온라인 패션 커뮤니티 행동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는 마켓 메이븐(market maven), 커뮤니티 몰입

(community commitment), 구매행동(buying behav-

ior)의 3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요인 1, 마켓 메이븐은 쇼핑장소 정보제

공, 정보제공, 구매정보제공, 브랜드 제품소개, 충성

회원, 소속감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고유치는 5.99,

설명분산은 42.85%로 나타났다. 요인 2, 커뮤니티 몰

입은 애착, 멤버쉽 유지, 활동지속 등에 대한 행동으

로, 고유치 2.09, 설명 분산 14.89%이었다. 마지막 요

인인 구매행동은 관련쇼핑몰 구매, 제품구매, 구매서

비스 이용, 커뮤니티 실제구매 경험 등의 내용을 포

함하여 1.78의 고유치와 설명분산 12.74%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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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들 3개 요인은 총 분산 70%로 수집된 자료의

온라인 커뮤니티 행동에 대해 50% 이상을 설명하고

있어 요인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3. 온라인 패션 커뮤니티 행동유형에 따른
군집분석

온라인 패션 커뮤니티의 행동을 바탕으로 집단을

분류하기 위해 K평균-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의

집단으로 나타났으며, 집단의 특징이 잘 나타난 각

집단의 변수를 중심으로 각 집단을 정의하였다. 군집

분석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우선 집단 기

준 변수로 사용하였던 구매행동(F=207.60, p<0.001),

마켓 메이븐(F=295.29, p<0.001), 커뮤니티 몰입

(F=34.02, p<0.001)의 3개 변수 모두 변별력 있는

집단의 기준 변수로 사용되었다. 집단 1은 구매자 집

단(buyer group, n=92)이며, 구매행동에 대한 평균

만 유일하게 3.0이상의 평균을 보였다. 집단 2는 메

이븐 집단(maven group, n=92)으로 마켓 메이븐,

구매행동, 몰입의 모든 커뮤니티 행동에서 평균이

3.0이상이었고, 특히 마켓 메이븐과 같은 친커뮤니티

행동의 평균이 가장 높았다. 마지막 유형인 집단 3은

방관자 집단(on-looker group, n=118)으로 모든 커

뮤니티 행동의 평균이 3.0 미만으로, 소극적인 집단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Factor & Items Factor Loading
Variance(Eigen value)

Cronbach-α

Factor 1: Interaction

interact with members

personal relationship

response to questions

comfortable conversation

experience program

information sharing

0.88

0.85

0.81

0.79

0.67

0.61

31.93%

(7.34)

0.90

Factor 2: Information

product information

consumer information

information usefulness

recent information

warrant information

0.82

0.74

0.71

0.71

0.64

15.74%

(3.62)

0.84

Factor 3: System Technique

contents safety

information protection

technical difficulties

private information safety

sound connection

0.89

0.82

0.79

0.76

0.55

10.42%

(2.40)

0.85

Factor 4: Promotion

milage promotion

coupon promotion

gift rewarding

discount promotion

0.83

0.77

0.72

0.56

6.27%

(1.44)

0.82

Factor 5: Entertainment

enjoy program

enjoy music

enjoy event

0.70

0.59

0.54

4.69%

(1.08)

0.74

<Table 2> Results of factor analysis on online fashion community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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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온라인 패션 커뮤니티 집단의 커뮤니티
속성분석

커뮤니티 행동 유형에 따라 분류한 세 집단 간의

커뮤니티 속성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

(ANOVA)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5>에 제

시하였다. 커뮤니티 행동유형에 따른 세 개 집단은

상호작용, 제품적 정보성, 기술성, 경제적 정보성, 오

락성의 다섯 개 커뮤니티 속성에 대해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메이븐 집단은 상호작용성을 비롯한 모든 커뮤니

티 속성의 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구매자 집단, 방관자 집단의 순서로 나타났다. 즉, 메

이븐 집단은 모든 커뮤니티 속성의 활용정도가 가장

높은 반면 방관자 집단은 그 반대로 거의 모든 속성

의 활용정도가 낮았다. 커뮤니티 속성 중 상호작용성,

기술성의 활용수준은 구매자 집단과 방관자 집단이

유사하였고, 제품적 정보성의 경우에는 세 집단 간

활용수준의 차이가 미미하였다. 커뮤니티 속성 중 세

개 집단 간의 차이가 분명한 속성은 경제적 정보성

Factor & Items Factor Loading
Variance(Eigen value)

Cronbach-α

Factor 1: Maven

shopping information sharing

product information sharing

buying information sharing

brand information sharing

loyal to community

sense of belonging

0.88

0.86

0.85

0.76

0.69

0.65

42.85%

(5.99)

0.91

Factor 2: Commitment

maintain membership

remain in community

out of community

attached to community

0.86

0.85

0.79

0.58

14.89%

(2.09)

0.85

Factor 3: Buying

buying at the related sites

buying in the community

buying through community event

depend on buying information

0.79

0.79

0.73

0.60

12.74%

(1.78)

0.77

<Table 4> Results of cluster analysis to classify online fashion community behaviors

Community behaviors

Groups

F-value
Group 1

Buyer group

(n=92)

Group 2

Maven group

(n=92)

Group 3

On-looker group

(n=118)

Buying 3.36a 3.43a 2.07b 207.60***

Market Maven 1.81b 3.49a 1.92b 195.29***

Commitment 2.58b 3.34a 2.57b 34.02***

a, b, c: Groups with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Scheffe test were noted with different letters

***p<0.001

<Table 3> Results of factor analysis on online fashion community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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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오락성으로 분석되었다.

커뮤니티 속성의 평균을 보면 제품적 정보가 평균

3.23으로 그 활용수준이 가장 높았고, 경제적 정보성

(3.13), 기술성(3.01), 상호작용성(2.08), 오락성(2.00)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상호작용성과 오락

성이 낮게 평가된 반면, 기존의 선행연구 중에는 상

호작용성과 오락성이 오히려 높게 평가되어 강조되

고 있다. 예를 들면, Hong, Lee, Oh, Lim &

Roh(2011)의 연구에서 오락성과 정보성, 그리고 Lee

& Kim(2010)의 연구에서는 상호작용성과 정보제공

성, Kim(2004)의 연구에서도 상호작용성이 두드러지

게 강조되었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 Amstrong & Hagel(1996)은

커뮤니티의 성격이 동호회와 같이 관계 중심인지 아니

면 목적 지향인지에 따라 중요하게 고려되는 속성이

다를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위에 언급한 선행연구들의

연구대상 커뮤니티는 대학 동아리 커뮤니티와 같은 관

계 지향적 공동체인 경우였고 본 연구의 패션 커뮤니

티는 특정 제품 카테고리에 대한 공통적 관심을 바탕

으로 모인 목적 지향형 커뮤니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Hong et al.(2011)의 경우에는 파워 블로거가 운

영하는 커뮤니티였는데 블로거 중심의 커뮤니티도 역

시 관계적 성향을 바탕으로 형성된 집단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커뮤니티와 다른 성격을 갖는다.

5. 세분시장별 소비자 특성
각 세분시장의 소비자 특성 분석을 위해 교차분석

을 실시하였고 Pearson χ2값으로 유의성을 평가하였

다. 각 세분시장집단의 소비자 특성은 성별(gender),

연령(age), 교육(education), 직업(job), 회원활동기간

(duration of membership), 커뮤니티 방문 시 머무는

시간(on-lined time per visit), 그리고 한주 동안 커

뮤니티 방문횟수(number of visit per week)에 대해

분석하였고 분석결과는 <Table 6>에 제시하였다.

구매자 집단은 여성의 비율이 2/3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20대 초중반(23-24세)이 31.5%로 집단 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수준은 대학재학 중

이 47.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

으로 대학 졸업자가 37%를 차지하였다. 구매자 집단

의 66.3%가 학생이었다. 구매자 집단은 회원활동기

간이 6개월에서 1년 미만이 31.5%, 2년 이상의 경우

도 31.5%로 6개월 이상 활동한 회원의 비중이 2/3이

상을 차지하였다. 커뮤니티 방문 시 머무는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이 44.6%, 10분에서 30분미만이

35.9%를 차지하였다. 한 주간 온라인 커뮤니티 방문

횟수는 1-3회가 54.3%로 가장 많았다.

메이븐 집단은 남성의 비율(51.1%)이 여성의 비

율(48.9%)보다 조금 더 많았고 20대 중반(25-26세)

이 26.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59.8%)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회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1년에서 2년이 25.0%, 2년

이상이 23.9%로 1년 이상 활동한 경우가 50%이상을

차지하였다. 커뮤니티 방문시간은 구매자 집단 보다

조금 짧은 10분에서 30분이 45.7%로 가장 많았고 한

주간 방문 횟수는 구매자 집단과 같이 1-3회가

Characteristics(mean)
Groups

F-value
Buyer Maven On-looker

Interaction (2.08) 1.72b 2.72a 1.80b 51.29**

Information (3.23) 3.21ab 3.43a 3.05b 6.96*

System technique (3.01) 2.85b 3.23a 2.94b 6.81*

Promotion (3.13) 3.11b 3.53a 2.76c 22.78**

Entertainment (2.00) 2.17b 2.93a 1.90c 48.49**

a, b, c: Groups with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Scheffe test were noted with different letters

*p<0.05, **p<0.01

<Table 5> Results of online fashion community characteristics per community behavioral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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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로 가장 많았다.

메이븐 집단에 대한 성별 비교 결과는 여성이 남

성보다 마켓 메이븐 성향이 강한 것으로 보고한 Feick

& Price(1987), Lee & Park(2014), Williams &

Respondents' characteristics

Groups

χ2-valueBuyer

(n=92)

Maven

(n=92)

On-looker

(n=118)

Gender
Male 24(26.1%) 47(51.1%) 53(44.9%)

13.07***
Female 68(73.9%) 45(48.9%) 65(55.1%)

Age

≤20 8(8.7%) 13(14.1%) 17(14.4%)

30.85***

21-22 15(16.3%) 16(17.4%) 28(23.7%)

23-24 29(31.5%) 19(19.6%) 11(9.3%)

25-26 12(13.0%) 24(26.1%) 39(33.1%)

27-28 12(13.0%) 13(14.1%) 8(6.8%)

≥29 16(17.4%) 8(8.7%) 15(12.7%)

Education

≤high school 9(9.8%) 10(10.9%) 7(5.9%)

15.68*
undergraduate 44(47.8%) 55(59.8%) 83(70.3%)

college graduate 34(37.0%) 22(23.9%) 19(16.1%)

≥graduate school 5(5.4%) 5(5.4%) 9(7.6%)

Job

student 61(66.3%) 38(41.3%) 88(74.6%

33.50***

employed 13(14.1%) 21(22.8%) 9(7.6%)

self-employed 0(0%) 4(4.3%) 5(4.2%)

professional 6(6.5%) 15(16.3%) 11(9.3%)

etc. 12(13.0%) 14(15.2%) 5(4.2%)

Duration of

membership

<3 months 14(15.2%) 19(20.7%) 34(28.8%)

16.33*

3<6 months 9(9.8%) 12(13.0%) 14(11.9%)

6<12 months 29(31.5%) 16(17.4%) 28(23.7%)

1<2 years 11(12.0%) 23(25.0%) 18(15.3%)

≥2 years 29(31.5%) 22(23.9%) 24(20.3%)

On-lined time per

visit

<10 min. 9(9.8%) 13(14.1%) 17(14.4%)

38.05***

10<30 min. 33(35.9%) 42(45.7%) 64(54.2%)

30<60 min 41(44.6%) 22(23.9%) 35(29.7%)

1<2 hrs. 9(9.0%) 6(6.5%) 2(1.7%)

≥2 hrs 0(0.0%) 9(9.8%) 0(0.0%)

Number of visit per

week

<1 27(29.3%) 17(18.5%) 38(32.2%)

26.41***

1-3 50(54.3%) 44(47.8%) 36(30.5%)

4-6 11(12.0%) 19(20.7%) 20(16.9%)

6-9 4(4.3%) 6(6.5%) 9(7.6%)

≥10 0(0.0%) 6(6.5%) 15(12.7%)

The parenthesized number indicates the ratio within a cluster.

*p<0.05, **p<0.01, ***p<0.001

<Table 6> Results of chi-square analysis on respondents' characteristics per community behavioral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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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ama(1995)의 연구와는 다소 상반된 결과였다. 이

러한 결과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최근

남성의 스스로 쇼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온라

인 커뮤니티에서 마켓 메이븐과 같은 성향이 강하게

표출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남성이 여성에

비해 IT와 같은 기술적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점이

온라인상에서 젊은 남성들의 참여가 활발한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Table 5>의 결과에서 메이븐

이 기술성(3.53)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는 점이 이

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둘째는 기존의 연구들과 본

연구의 결과가 충돌한다는 것은 마켓 메이븐 성향이

성별과 무관하다는 것일 수도 있다. 실제로 Slama

& Williams(1990)와 Wiedmann et al.(2001)은 인구

통계적 특성이 마켓 메이븐의 특성을 대변하지 못한

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결국 성별과 마켓 메이

븐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추후에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할 부분으로 생각된다.

방관자 집단은 남성보다 여성이 조금 더 많았는데

55.1%를 차지하였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남성의 비

중이 높았던 메이븐 집단에 비해 방관자 집단은 여

성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연령은 메이븐 집

단의 경우와 같이 20대 중반(25-26세)이 33.1%로 가

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교육수준은 모든 집단에

걸쳐 대학 재학생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방관자 집단의 경우에는 2/3에 해당하는 70.3%가 대

학 재학생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표집대상이 대학

생을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직업

도 역시 학생이 74.6%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회원활동기간은 3개월 미만이 28.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6개월에서 1년도 23.7%, 2년 이

상은 20.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회원활동기간

이 길다고 해서 적극적인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것

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비교적 구매자 집단

과 메이븐 집단의 활동기간이 조금 더 오래된 경우

가 많았다. 커뮤니티 방문시간은 메이븐 집단과 같이

10분에서 30분이 54.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

였는데 구매자 집단이 비교적 오랜 시간 커뮤니티에

머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주 동안에 커뮤니티 방

문횟수는 1회 미만이 32.2%로 가장 많은 비중을 나

타났는데 세 개 집단 중 방문횟수가 가장 낮았다.

요약하면 세 개 집단에 대해 살펴본 소비자 특성

중 집단 간 차이가 가장 두드러진 항목은 한 주간

방문 횟수로 볼 수 있다. 성별, 연령, 회원활동기간,

방문시간에서도 집단 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는

데 성별의 경우 메이븐 집단은 남성이, 구매자 집단

과 방관자 집단은 여성의 비중이 높았다. 연령 측면

에서는 구매자 집단이 20대 초중반, 메이븐 집단과

방관자 집단은 20대 중반의 비중이 높았다. 회원활동

기간의 경우 1년 이상 활동한 소비자의 비중이 메이

븐 집단에서 가장 높았고 구매자 집단, 방관자 집단

의 순으로 비중이 낮아졌다. 커뮤니티 방문시간은 구

매자 집단이 메이븐 집단이나 방관자 집단에 비해

조금 더 오래 머무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온라인 패션 커뮤니티의 성과지표에 중

요한 행동유형을 중심으로 커뮤니티 행동을 분류하

여 행동 유형에 따른 집단별 커뮤니티 속성과 소비

자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로 커뮤니티

속성은 상호작용성, 제품적 정보성, 경제적 정보성,

기술성, 오락성의 다섯 개 요인이 추출되었고, 커뮤

니티 행동유형에 따른 집단은 구매자 집단, 메이븐

집단, 방관자 집단의 세 개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각

집단별 커뮤니티 속성에 대한 분석은 다섯 개 커뮤

니티 속성 모두 세 개 집단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집단에 따라 커뮤니티 속성을 살펴보면 구매자 집

단은 제품적 정보성과 경제적 정보성에 대한 활용도

가 높게 나타났고 상호작용은 가장 활용도가 낮았다.

구매자 집단이 제품과 경제적 정보를 주로 활용한다

는 점은 구매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보탐색이 주된

동기일 것으로 파악된다. 메이븐 집단은 경제적 정보

성, 제품적 정보성, 기술성의 순으로 활용도가 높았

는데 마켓 메이븐이 얼리어답터와 같이 구매를 항상

선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거래정보에 관심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상호작용과 오락성은 낮

은 활용도를 보였는데 구매자 집단이나 방관자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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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하면 활용도가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니어서 메

이븐 집단은 거의 모든 속성을 골고루 활용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방관자 집단이 주로 활용하는 속성

은 제품정보에 대한 속성만 유일하게 활용하는 범위

에 속하였고 나머지 커뮤니티의 속성은 거의 활용하

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집단의 경우 상호작용성이 가장 낮게, 그 다

음으로 오락성의 순으로 낮은 활용도를 보이고 있어

서 온라인 패션 커뮤니티와 같이 특정 제품에 대한

공통적 관심을 갖고 있고 커뮤니티 참여 동기가 분

명한 경우에는 커뮤니티가 정보원천의 역할이 주가

됨을 짐작할 수 있다. 제품적 정보성, 기술성, 경제적

정보성과 같이 정보관련 편익 속성들에 대해서는 각

집단의 특성에 따라 중요하게 활용하는 정보가 조금

씩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세분 시장별 전략

적 특성을 차별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방관자 집단의 경우에는 오직 제품적 정보성만 활용

도가 높기 때문에 이들이 커뮤니티 내에서 보다 많

이 활용할 수 있는 속성이 무엇인지 혹은 이들이 커

뮤니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촉진방법이 무

엇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집단별 소비자 특성은 성별, 연령, 교육, 직업, 회

원활동기간, 방문시간, 방문횟수 등 총 일곱 가지 항

목에 걸쳐 살펴보았다. 교육과 직업의 경우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본 연구의 표집대상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편의표집이었기 때문에 결과

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성별을 포함한 커뮤니티 이용행동에 대한 분석결과

는 시장 세분화 전략에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성별의 경우 구매자 집단과 방관자 집단의

경우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에

반해 메이븐 집단은 남성이 여성보다 (비록 큰 차이

라 할 수는 없지만)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회원의

활동기간과 방문횟수는 메이븐 집단, 구매자 집단,

방관자 집단의 순으로 메이븐 집단이 대체로 활동기

간도 길고 방문횟수도 높았다. 그러나 방문시간은 구

매자 집단이 가장 오래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방관자 집단과 메이븐 집단 이었는데, 구매자

집단은 구매를 목적으로 한 정보탐색을 위해 커뮤니

티를 방문해서 머무는 시간이 비교적 긴 것으로 보

인다.

반면 메이븐 집단은 커뮤니티를 자주 방문하지만

오래 머물지는 않는다는 것, 그리고 방관자 집단은

방문이 빈번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방문했을 때

에는 메이븐 집단 보다 오랜 시간 머무는 경향이 있

다는 것, 등을 주목할 수 있다. 소비자 특성에 관한

분석은 메이븐 집단과 구매자 집단, 그리고 방문자

집단의 커뮤니티 이용행태에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점은 세분 시장에 대한 차별적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방관자 집단을 구매자 집단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방문 시 오래 머물 수 있도록 다

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러한 경우에 제공할 적합한 정보는 앞서 분석한 집

단별 커뮤니티 속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참고하여 활

용할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는 온라인 패션 커뮤니티 시장을

세분하여 세분 시장의 특성에 맞는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온라인 패션 커뮤니

티의 주된 활동을 중심으로 구매자 집단, 메이븐 집

단, 방관자 집단으로 세분화 된 커뮤니티 시장은 경

제적 정보와 오락적 커뮤니티 속성의 활용 수준을

중심으로 차별적 마케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커

뮤니티 방문횟수와 방문시간은 소비자의 특성을 구

분하는 주요 변수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는 표집이 서울·경기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정

되어 본 연구의 결과는 표집이 갖는 한계를 승계한

다. 그 결과 표집 대상의 직업과 교육수준이 편향되

어 본 연구의 일부 결과에서 집단 간 특성을 변별하

는 데 제약이 있었다. 또한 온라인 패션 커뮤니티를

선정하는 데 있어 국내 온라인 패션 커뮤니티에 대

한 전반적 자료가 미흡하여 표집대상에 참여하는 온

라인 패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 되었다.

이러한 한계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체계적 근거

자료가 아직 부재한데 근거한다.

온라인 커뮤니티가 정보확산의 원천으로서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고 이로 인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의 총체적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서 본 연구는 오프라인과 달리 일대일 전략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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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온라인의 전략적 이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커뮤

니티 내 활동을 중심으로 세분 시장전략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앞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한 온라

인 커뮤니티의 확장과 변화과정에 대해 심층적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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