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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effect of hashtag type on consumer response via evaluations of SNS fashion influ-

encer and information in the context of fashion product communication. The moderating effect of perceived

fit between hashtag content and fashion product image on information evaluation was also investigated.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and responses from 152 Instagram users were collected. The results indicated

that hashtag type (informative vs storytelling) affects the evaluations of influencer and information. First, the

informative hashtag has a positive effect on influencer's expertise and usefulness of information. Meanwhile,

storytelling type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familiarity of the influencer. This study also verified the med-

iated paths from hashtag type to consumer response through the evaluations of SNS fashion influencer and

information. The influencer's expertise and familiarity mediated the effect of hashtag type on consumer res-

ponse. In the information evaluation, only the mediating effect of usefulness was significant. Finally, the high

condition of the perceived fit between hashtag content and fashion product image was found to highly eva-

luate the trust of information. This study extends the scope of fashion communication research from various

angles by examining the role of the hashtag as a new type of information source.

Key words: Image-based SNS, Influencer, Fashion information, Hashtag, Consumer response; 이미지 기

반 SNS, 인플루언서, 패션 정보, 해시태그, 수용자 반응

I. 서 론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현대인들은 다양한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소통의 창구로 활용하

고 있다. 가장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SNS로 자리매

김한 이미지 기반의 인스타그램은, ‘#’ 기호 뒤에 키워

드를 붙여 콘텐츠를 공유하는 해시태그(Hashtag)로 인

해 주목받게 되었다. 해시태그를 통해 이용자들은 원하

는 정보만을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 선별의 효율

성을 높이고(Lee, 2016), 큐레이션 기능을 강화할 수 있

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해시태그를 중심으로 유사한 관심

사를 지닌 사람들끼리 집단이 형성되었고, 기업은 이들

과 소통하기 위해 인스타그램을 새로운 마케팅 플랫폼

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기존의 셀러브리티(celeb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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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영향력이 강한 이용자, 즉 인

플루언서(influencer)를 통해 브랜드 메시지 전달, 상품 판

촉, 고객 확대를 달성하는 것이 최근 기업이 마케팅 전략

을 구사하는 방법이다(Choi & Kang, 2017). 마케팅적 관

점에서 인플루언서는 제품,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다수

에게 제공하고 타인에게 제품에 대한 지각, 태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력

을 지닌다(Cho & Cho, 2013).

트렌드 선도자의 위상이 매우 중요한 패션 업계에서도

SNS 인플루언서를 통해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인플루언서 자체에만 주목하고 있을 뿐, 효

과적인 메시지 전달 방법에 대한 다면적 고민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해시태그는 SNS 상의 정보원인 인플루

언서와 정보 수용자인 소비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연구는 해시태그

의 이용동기(Chae et al., 2015), 해시태그를 통한 감정 분

류(Nam et al., 2015; Wang et al., 2002)와 같이 해시태그

를 유형화하는 것에만 한정적으로 이루어졌다. 1인 미디

어에 대한 관심과 새로운 정보원으로서 인플루언서가 지

닌 영향력이 커져가는 시점에서 SNS를 이용한 메시지의

커뮤니케이션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에 따라 본 연구는 패션 인플루언서가 인스타그램에서 패

션 제품을 홍보할 때 해시태그를 활용하는 방법이 정보

수용자에게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해시태그 활용 유형을 크게 정보 제공 및 노

출형과 스토리텔링형 두 가지로 분류하여, 해시태그의

각 유형이 정보 수용자가 지각하는 속성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정보 수용자는 정보를 전

달하는 정보원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정보 수용, 설득,

태도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Bansal & Voyer, 2000), 본

연구는 패션 인플루언서가 활용하는 해시태그의 유형에

따라 패션 정보 및 패션 인플루언서에 대한 수용자의 평

가가 달라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구체적으로, 수용자

는 해시태그 유형에 따라 해시태그에 포함된 패션 정보

의 유용성, 흥미성, 신뢰성을 다르게 인지할 것이며, 패션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원의 전문성과 친숙성 평가도 달

라질 것임을 제안하였다. 일반적으로 수용자는 전달받

은 정보의 여러 가지 요인들을 바탕으로 정보의 수용 여

부를 결정하는데, 특히 온라인에서 주어지는 정보의 흥

미성, 유용성, 신뢰성은 정보 수용의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해당한다(Lee et al., 2013; Shim &

Kim, 2005). 또한 전문성의 경우 정보원의 공신력을 평

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속성이며, 친숙성은 정

보원이 지닌 매력성을 평가하는 기준 중 하나로 정보원

에 대해 지각하는 호감, 친밀함과 관련이 깊다(S. J. Kim,

2007).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정보원 및 정보의 속성들은

그간 광고효과 연구에서 독립변인으로 설계되어 빈번하

게 검증되어왔으며(Lee & Han, 2018), 기존의 광고매체

와 구별되는 SNS 환경에서도 각 속성에 따른 커뮤니케

이션 효과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최근 SNS 마케팅 수단으로 활발

하게 사용되는 인플루언서의 콘텐츠에서 해시태그가 지

닌 효과를 파악하고, 해시태그 활용 유형에 따른 수용자

평가 및 반응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사용 맥락

을 고려한 해시태그 활용 방법을 제안함으로써 본 연구

는 학문적, 실무적 기여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이미지 기반 SNS에서의 해시태그

관심사를 이미지로 표현하고 전달하는 이미지 기반

SNS는 시각적 콘텐츠의 비중은 높이고 본문의 텍스트

요소는 최소화한 것을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Lee &

Lee, 2015). 이로 인해 이미지는 감성을 주고받는 주요

요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Ko, 2006), 텍스트는 해시

태그와 함께 간결한 형태로 제시되어 검색기능을 보조

하게 되었다. 해시태그는 SNS에서 특정 키워드에 해당

하는 이미지만을 모아 볼 수 있게 해주는 약속된 기호

로, 이용자는 해당 키워드 앞에 ‘#’ 기호를 붙여서 정보

를 형성한다(Lee, 2016). 따라서 유사한 관심사를 지닌

이용자들이 동일한 해시태그 하에 모여 다른 이용자들

과 생각과 감정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해시태그와 관련된 그간의 연구에서는 해시태그의 이

용동기(Chae et al., 2015), 해시태그를 통한 감정 분류

(Nam et al., 2015; Wang et al., 2002) 등에 주목하여 왔

다. 그러나 해시태그로 사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

이 보편화됨에도 불구하고(Lee, 2016), 해시태그 유형화

에 주목하였을 뿐 다양한 유형의 해시태그가 소비자들

에게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해시태그 관련 선행연구를 기

반으로 하여 두 종류의 해시태그를 제시하고, 정보 평가

및 수용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Wishpond(n.d.)의 선행연구에서는 트위터(Twitter) 상

의 인기 해시태그를 브랜드 해시태그, 캠페인 해시태그,

트렌드 해시태그, 콘텐츠 해시태그 4가지로 구분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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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해시태그 유형에 따른 SNS 광고효과를 검증한 Lee

(2016)의 연구에서는 큐레이션 해시태그, 감정 공유 해시

태그로 분류한 바 있다. 또한 이미지 기반 SNS의 스토

리텔링 구조를 연구한 Kim(2016)의 연구에서는 해시태

그 유형을 정보 제공형과 감정 표현형으로 구분하고, 해

시태그가 지닌 스토리텔링적 성격을 살펴본 바 있다. 이

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해시태그는 브랜드나 상

품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감정, 콘텐츠 등

주관적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패션 인플루언서와 함께 등장하는 해시태그 유

형으로 정보 제공 및 노출형과 스토리텔링형 두 종류를

선정하였다.

정보 제공형 해시태그는 이미지에 담긴 제품이나 브랜

드 등 연관된 키워드를 제시하는 형태로(Lee, 2016), 브

랜드명, 제품 소재, 구입처, 이미지 촬영 장소와 같은 객

관적 정보를 담은 단어가 해당된다. 이용자의 검색결과

에 브랜드나 제품 정보가 직접 제시된다는 점에서 큐레

이션 기능을 지니고 있다(Lee, 2016). 노출형 해시태그는

인스타그램에서 자주 사용하는 공통 키워드나 단어를 변

형시킨 형태로 등장한다(Kim, 2016). 노출형 해시태그를

사용하는 목적은 자신의 계정 혹은 게시물의 노출 빈도

를 높이기 위함으로, 패션 제품 맥락에서는 제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데일리룩, 옷스타그램’

등의 용어로 나타난다. 노출형 해시태그는 일반적으로

정보 제공형 해시태그와 혼합된 형태로 많이 나타나 뚜

렷한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정보 제공 및

노출형 해시태그를 하나로 유형화하였다.

스토리텔링형 해시태그는 SNS가 개인의 일상을 재현

하는 스토리텔링 매체라는 점에 기반하여(Kim, 2016) 새

롭게 나타난 데이터 형태이다. Lee(2016)의 연구에서 다

루어진 감정 공유형 해시태그와 유사한 형태로, 이용자

의 현재 상태나 특유의 감성을 흥미롭고 재미있게 표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또한 검색과 노출이 쉬운

정보 제공 및 노출형 해시태그와 달리, 게시자의 취향과

느낌에 따라 단어, 문장 등 표현 방식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Lee, 2016). 본 연구는 SNS 패션 인플루

언서가 제품 정보를 직접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자신의

일상 및 감정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형식의 해시태그

를 스토리텔링형 해시태그로 정의하였다.

2. SNS 패션 인플루언서 평가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 미디어 등 사용자 간 관계가 중

심인 플랫폼에서 다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플루언

서는(Park et al., 2014), 새로운 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견 선도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실

제로 인플루언서는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구전효과와

정보에 대한 인식 변화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Park et al., 2014). 패션 인플루언서는 SNS에서 자

신을 팔로우하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패션 제

품 정보나 착용 후기 등을 게시하며(Kim & Choo, 2017),

자신의 일상과 함께 패션 정보를 확산시킨다.

SNS에서 정보 수용자인 소비자는 정보원을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태도나 행동의도를 형성하게 된다(Choi &

Namkung, 2015). 이때 소비자가 다양한 경로를 획득한

정보를 어떻게 인지하는지에 따라 해당 정보원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SNS 환경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정보원인 패션 인플루언서

가 제품을 게시할 때 활용하는 해시태그 유형에 따라 인

플루언서 평가가 달라짐을 예측할 수 있다. 정보원을 평

가하는 속성으로서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기준은 공

신력과 매력성으로(Ohanian, 1990), 공신력은 전문성과

진실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매력성은 호감성, 유사성,

친숙성 등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S. J. Kim, 2007). 본 연

구에서는 인플루언서를 평가하는 속성으로 정보원의 공

신력을 대표할 수 있는 속성인 전문성과 호감, 친밀함

과 유사한 속성이며 매력성과 관련된 친숙성을 선정하

였다.

전문성(expertise)은 정보원이 전달하는 메시지의 주

제를 정확하게 판단하거나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다고

수용자가 지각하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McCracken,

1989). 수용자는 메시지에 드러나는 제품 지식의 정도를

근거로 정보원의 전문성을 판단하며, 전문성이 있다고

지각하는 경우 쉽게 설득된다(Shin & Cho, 2014). 이러

한 경향은 소셜 미디어 맥락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되어

인플루언서의 전문적 지식이 평가기준으로 활용된다

(Lee & Han, 2018). 따라서 본 연구는 패션 인플루언서

가 제품명, 소재, 스타일 등 제품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단어를 해시태그로 표현할 때 이용자는 인플루언서의

전문성을 높게 지각할 것이라 예상하였으며, 이를 바탕

으로 다음의 가설을 도출하였다.

연구가설 1-1. SNS 패션 정보의 해시태그가 스토리

텔링형일 때보다 정보 제공 및 노출형

일 때 인플루언서의 전문성을 높게 지

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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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숙성(familiarity)은 소비자가 지각하는 정보원의 심

리적 매력성과 관련 있는 개념이다(Ohanian, 1990). 일

반적으로 소비자는 정보원이 자신과 비슷하고, 거리감

없이 친근하다고 느낄 때 호감을 형성하여 훨씬 더 설득

을 잘 당하게 되고(Cha et al., 2005), 더 매력적으로 인식

하는 경향이 있다(Collins & Miller, 1994). 스토리텔링

형 해시태그는 일상 속에서 사용자의 감정, 느낌, 생각

을 대화하듯 자유롭게 표현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호감

과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Lee, 2016). 이러한 현상은 비단 오프라인에 국한된 것

이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유효하며(Wilkins, 1991), 사람

들은 타인의 솔직한 모습을 통해 신뢰감을 형성하기도

한다(Shan, 2016). 이에 본 연구는 패션 인플루언서가 자

신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스토리텔링형

해시태그를 활용할 때 이용자가 인플루언서의 친숙성

을 높게 지각할 것이라 예상하여 다음의 가설을 도출하

였다.

연구가설 1-2. SNS 패션 정보의 해시태그가 정보 제

공 및 노출형일 때보다 스토리텔링형

일 때 인플루언서의 친숙성을 높게 지

각할 것이다.

3. 패션 정보 평가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전달받은 정보의 다양성, 새로

움, 신뢰성 등 여러 가지 요인을 바탕으로 정보를 평가

하고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Shim and Kim(2005)의 연

구에서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정보의 제공성, 흥미성, 신

뢰성이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침을 실증하였으며, Lee et

al.(2013) 역시 온라인 구전정보의 신뢰성과 유용성이 정

보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바 있다. 이 외에 정

보의 특성에 따라 소비자의 SNS 정보 평가가 달라짐을

밝힌 다수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인플루언서

가 활용하는 해시태그 유형에 따라 정보를 평가하기 위

한 속성 지각에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고자 한다. 정보

평가속성으로는 선행연구들에서 다루어진 정보의 흥미

성, 유용성, 신뢰성 3가지 요인을 선정하였다.

정보 흥미성(playfulness)은 사이버 공간에서 이용자

가 타인의 개입 없이 새로운 정보를 접할 때 느끼는 자

유로움, 융통성, 독창성과 같은 경험을 의미한다(Choi &

Park, 2002). 정보 제공 및 노출형 해시태그의 경우 제품

의 시각적 이미지와 관련된 객관적인 정보를 키워드로

다루고 있는 반면, 스토리텔링형 해시태그는 훨씬 더 자

유롭고 독창적인 방법으로 제품에 대한 생각이나 자신

의 감정을 표현하기 때문에 수용자는 전달받은 정보에

대해 더 큰 흥미를 지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다음의

가설을 도출하였다.

연구가설 2-1. SNS 패션 정보의 해시태그가 정보 제

공 및 노출형일 때보다 스토리텔링형

일 때 패션 정보의 흥미성을 높게 지각

할 것이다.

정보 유용성(usefulness)은 정보를 수용할 때 개인의 의

사결정 과정에 도움이 되리라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

(Davis, 1989). 소비자는 구매상황 시 다양한 정보를 받

아들이게 되는데, 이때 주어진 모든 정보를 수용하는 것

이 아니라 유용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린다.

Kim and Stoel(2004)은 주어진 정보가 적합하고 이해하

기 용이할 때 정보의 유용성이 높게 지각된다고 주장하

였으며, 정보의 질 또한 유용성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졌다(Hur et al., 2012; Sussman & Siegal, 2003). 이

에 따라 제품 속성, 구매처 등 소비자 의사결정에 도움

이 되는 필수적이고 객관적인 요소를 전달할 수 있는 정

보 제공 및 노출형 해시태그를 수용자가 유용하다고 지

각할 것이라 예상하였다.

연구가설 2-2. SNS 패션 정보의 해시태그가 스토리

텔링형일 때보다 정보 제공 및 노출형

일 때 패션 정보의 유용성을 높게 지각

할 것이다.

정보 신뢰성(trust)은 온라인에서 특히나 중요한 요소

이다. 온라인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 면대면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으며, 범람하는 정보 중 진정성을 구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수용자들은 정보의 품질을 먼저

판단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행위는

정보의 신뢰성 지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Kim & Kim,

2011). 즉, 정보 수용자는 정보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

는 것이 아니라 제품 정보의 사실성, 진실성을 판단하고,

균형 잡힌 시선에서 정보를 기술하였는지에 대한 평가

과정을 거친 후 선택적으로 메시지를 수용한다(Moon,

2016). 이러한 맥락에서 보았을 때, 수용자는 객관적인

정보를 다루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은 정보 제공 및 노

출형 해시태그에 대해 사실성이나 진실성을 더 크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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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연구가설 2-3. SNS 패션 정보의 해시태그가 스토리

텔링형일 때보다 정보 제공 및 노출형

일 때 패션 정보의 신뢰성을 높게 지각

할 것이다.

4. 수용자 반응

매스미디어 수용자들은 미디어 광고를 통해 제품이나

브랜드에 관한 정보를 능동적으로 습득하며(Katz, 1959),

획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태도

를 형성하거나 행동을 하게 된다. 이때 정보원에 대한 평

가는 제품 태도, 구매의도 등 수용자 반응에 영향을 미

친다(Goldsmith et al., 2000). 사람들은 정보원이 전문성

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각하면 정보원이 제시한 메시지

에 쉽게 설득되며(Shin & Cho, 2014), 특히 유명인의 전

문성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구매행동이 증가

하게 된다(Ohanion, 1991). SNS에서도 정보원의 전문성

이 높을 때는 수용자를 설득하는데 용이하지만(Shin &

Cho, 2014), 낮을 경우 수용자는 방어적 태도와 부정적

견해를 갖는다고 한다(Cho, 2011).

정보원에 대한 친숙성 평가도 수용자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데, 수용자들은 정보원의 친숙성과 매력을 동일

시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어 매력 있는 정보원에 대해 긍

정적인 감정을 형성하고 쉽게 설득되기도 한다(McGu-

ire, 1985). 이로 인해 기업에서는 친숙성이 높은 인기인

을 통해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Atkin & Block, 1983).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다음의 가설을 제시하

였다.

연구가설 3-1. 해시태그 유형은 인플루언서 평가를 매

개로 하여 수용자 반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정보 평가 또한 수용자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

Choi and Park(2002)에 의하면 정보의 흥미성은 수용자

와 정보원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중요한 역

할을 한다. 실제로 SNS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

에게 흥미롭고 즐거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구매 및 재

구매를 유도하며, 몰입과 참여를 이끌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Han et al., 2011). 즉 수용자들이

흥미성을 자극하는 정보가 차후 긍정적인 관계 형성과

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Sim & Moon, 2012).

또한 정보의 유용성은 정보 수용에 긍정적인 영향을(Su-

ssman & Siegal, 2003), 정보의 신뢰성은 지속적인 정보

공유의도와 정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im & Kim, 2011). 이상에 근거하여 다음 가설을 도출

하였다.

연구가설 3-2. 해시태그 유형은 패션 정보 평가를 매

개로 하여 수용자 반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5. 지각된 적합성

소비자들은 자극이 주어졌을 때 자극 내 요인들을 각

각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요인들이 결합되어

새로운 의미를 창출한다고 느끼게 된다(Shepard, 1981).

따라서 각 요인들이 얼마나 잘 결합되어 있는지가 소비

자 지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광고분야에서는 중앙 메

시지와 보조 메시지 간 적절히 관련된 정도를 적합성

(fit)이라 하며, 보조적 내용이 주 내용과 연관된 정도가

높을수록 적합성이 높다고 판단한다(MacInnis & Park,

1991). 적합성이 높으면 해당 광고나 콘텐츠에 대한 연

상이 쉽게 일어나며 단순한 인지처리 과정을 거쳐 정보

를 처리하게 된다(Y. H. Kim, 2007). 이에 따라 소비자

는 제품과 메시지 간 적합성이 낮을 때보다 높을 때 더

욱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되고(Kim & Kim, 2003),

광고의 경우 소비자의 수용의도 및 홍보효과가 높아지

게 된다(Y. H. Kim, 2007). 다시 말해, 적합성은 소비자에

의해 지각되고 평가되는 중요한 속성으로 작용하며, 광

고나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상으로 볼 때 패션 인플루언서가 SNS 상에 제시한

제품 이미지와 해시태그 메시지 간의 적합성 수준이 수

용자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제품

이미지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키워드를 전달하는 정보

제공 및 노출형 해시태그는 이미 정보들 간의 적합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스토리텔링형 해시

태그는 표현 방식이 자유롭고 다양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해시태그의 내용에 따라 제품 이미지와의

적합성 수준 지각이 달라지고 인플루언서 및 패션 정보

에 대한 수용자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메시지

내용이 흥미롭더라도 제시된 제품 이미지와 적합성이

낮은 스토리텔링형 해시태그를 사용하는 것보다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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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높은 스토리텔링형 해시태그를 사용할 때 SNS 수

용자들은 더 쉽게 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인플루

언서 및 패션 정보를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연구가설 4-1. 패션 제품 이미지와 스토리텔링형 해

시태그 간의 적합성이 낮을 때보다 높

을 때 인플루언서를 긍정적으로 평가

할 것이다.

연구가설 4-2. 패션 제품 이미지와 스토리텔링형 해

시태그 간의 적합성이 낮을 때보다 높

을 때 패션 정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SNS 패션 인플루언서의 포스팅에서

제시된 해시태그 유형이 인플루언서 및 패션 정보 평가

속성을 매개하여 수용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고자 하였다. 인플루언서 평가속성으로 전문성과 친숙

성을 설정하였으며, 패션 정보 평가속성으로 정보 흥미

성, 정보 유용성, 정보 신뢰성을 제안하였다. 추가적으로

제품 이미지와 해시태그 메시지 간의 적합성이 패션 정

보원 및 정보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스토

리텔링형 해시태그에 한해 적합성의 효과를 확인하였

다. 이에 대한 가설적 모형은 <Fig. 1>에 제시하였다.

2. 실험설계 및 절차

본 연구는 서로 다른 세 종류의 해시태그(정보 제공 및

노출형 vs. 적합성이 높은 스토리텔링형 vs. 적합성이 낮

은 스토리텔링형)에 따른 인플루언서 및 패션 정보 평가,

수용자 반응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집단 간 설계로 진

행되었다. 일반적으로 2(해시태그 유형) × 2(적합성 수준)

의 실험설계가 원칙이나, 기본적으로 제품 이미지와 텍

스트 간의 높은 적합성이 확보된 정보 제공 및 노출형을

제외하고 스토리텔링형에 한해 적합성의 수준을 조작

하여 적합성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2016년 11월 24일부터 2016년 11월 28까지 약 5일 동

안 총 170부의 응답 자료를 온라인 설문으로 수집하였

으며, 조사대상자는 인스타그램(Instagram) 이용자로 한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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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다. 회수한 자료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총

152부를 최종 통계분석에 사용하여 SPSS 21.0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3. 자극물 제작

연구에 포함된 세 종류의 해시태그 유형에 맞게 가상

의 SNS 게시물을 제작하여 자극물로 이용하였다. 각 게

시물에는 동일한 패션 제품 이미지가 포함되었는데, 선

호의 편차가 비교적 적은 캐주얼 스타일의 티셔츠와 청

바지, 운동화를 선정하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였다. 정보 제공 및 노출형은 패션 제품과 관련된 객

관적 정보를, 적합성이 높은 스토리텔링형은 패션 제품

과 어울리는 스토리를, 적합성이 낮은 스토리텔링형은

패션 제품 이미지와 무관한 스토리를 반영하는 단어들

로 해시태그를 구성하였다.

자극물 제작 후에는 검증을 위해 대학생 45명을 대상

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수용자들은 스토

리텔링형 해시태그보다는(M=3.56) 정보 제공 및 노출

형 해시태그를 사용한 포스팅의 정보 유용성을 높게 지

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4.34). 또한 적합성이 높은

스토리텔링형 해시태그(M=4.30)와 적합성이 낮은 스토

리텔링형 해시태그(M=2.42)는 적합성 수준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t=6.50, p<.001).

사전조사를 통해 확정되어 실제 설문조사에 사용된 자

극물은 <Fig. 2>−<Fig. 4>에 제시하였다.

4. 변수의 측정

설문참가자들은 정보 제공 및 노출형, 적합성이 높은

스토리텔링형, 적합성이 낮은 스토리텔링형 중 하나의

조건에 무작위로 배정되었다. 참가자들에게 인스타그램

사용 상황을 묘사한 시나리오와 인플루언서의 인스타그

램 계정을 제공한 후, 피드를 둘러보도록 하였다. 이후

인플루언서 및 패션 정보 평가, 제품 이미지와 메시지 간

의 지각된 적합성, SNS 수용자 반응, 인구통계학적 특성

문항에 답하도록 하였다.

인플루언서 평가는 전문성과 친숙성으로 측정하였으

며 Baker and Churchill(1977), Ohanian(1990)의 연구를

바탕으로 전문성 3문항과 친숙성 3문항을 구성하였다.

패션 정보 평가는 흥미성, 유용성, 신뢰성으로 측정하였

으며 Bailey and Pearson(1983), Kwak and Song(2016),

Yoon et al.(2010)의 연구에서 각 속성별로 3문항씩 총 9문

항을 선정하였다. 지각된 적합성은 Shepard(1981), Mac-

Innis and Park(1991), Lee et al.(2015) 연구의 4문항을, 수

용자 반응은 SNS 환경을 고려한 Chung et al.(2013)의

4문항을 이용하였다. SNS 정보에 대한 수용자의 반응은

공유하기, 댓글 달기, 좋아요 누르기 등의 행동을 포함하

므로(Chung et al., 2013), 본 연구는 게시물 공유, 댓글

달기, 계정 팔로우 하기, 좋아요 누르기, 해시태그 검색

Fig. 2. Informative & Exposure. Fig. 3. Storytelling high fit. Fig. 4. Storytelling low 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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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용자 반응으로 보았다. 이상은 모두 7점 리커트 척

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IV. 연구결과

1. 측정변수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가설 검증에 앞서 본 연구에서 사용할 측정변수들의

요인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anatory

factor analysis) 및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1>에서 보이듯 인플루언서를 평가하기 위한

속성인 전문성과 친숙성 문항의 요인부하량이 모두 .85

이상이며, 패션 정보를 평가하기 위한 흥미성, 유용성,

신뢰성의 경우에도 모든 문항의 요인부하량이 .80 이상

으로 나타났다(Table 2).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α)값

은 모두 .90 이상을 보여 측정의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4개 문항으로 측정된 제품 이미지와 해시태그 메시지 간

의 지각된 적합성은 <Table 3>에서와 같이 요인부하량이

.85 이상의 값을 보였으며, 신뢰도가 확보되었다(Cron-

bach's α=.95). 수용자 반응은 댓글, 공유, 좋아요 누르기,

계정 팔로우를 포함하는 문항에서 .73 이상의 요인부하

량을 보였고, 크론바하 알파값은 .89로 나타났다(Table

4). 이로써 측정변수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2. 해시태그 유형에 따른 인플루언서 평가 차이

검증

정보 제공 및 노출형과 스토리텔링형 두 종류의 해시

태그가 인플루언서 평가속성인 전문성과 친숙성 지각에

차이를 유발하는지 살펴보고자 t-test를 실시하였다.

<Table 5>와 같이, SNS 정보 수용자들이 인플루언서

가 정보 제공 및 노출형 해시태그를 사용할 때 인플루언

서의 전문성을 더 높게 지각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t

=4.92, p<.001). 반면 수용자들은 인플루언서가 스토리텔

링형 해시태그를 사용하는 경우 인플루언서의 친숙성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5.85, p<.001).

Table 1. Factor analysis result for the evaluation attributes of influencer

Factor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umulative variance %)
Cronbach's α

Familiarity

The influencer is familiar. .94

2.64
43.96

(43.96)
.93I feel a sense of intimacy with the influencer. .91

The influencer has a sense of warmth. .89

Expertise

The influencer specializes in fashion. .90

2.05
34.20

(78.16)
.86

The influencer delivers the appropriate fashion inform-

ation.
.86

The influencer gives the fashion information skillfully. .86

Table 2. Factor analysis result for the evaluation attributes of information

Factor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umulative variance %)
Cronbach's α

Playfulness

The given posting affords pleasure to me. .90

4.61
51.21

(51.21)
.93The given posting is exciting. .90

The given posting is interesting. .80

Trust

The given posting is credible. .91

1.78
19.76

(70.97)
.96The given posting is reliable. .89

I trust in the given posting. .87

Usefulness

The given posting helps me to get useful information of

fashion items which I want.
.91

1.13
12.52

(83.49)
.90The given posting helps me to choose fashion items. .891

The given posting tends to provide useful fashion infor-

mation.
.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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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SNS 패션 인플루언서가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해시태그 유형에 따라 정보 수용자가 인플루

언서를 지각하는 속성의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수

용자들은 인플루언서가 패션 제품과 직접적으로 관련

이 있는 소재나 시즌, 스타일 등의 키워드를 사용하여

정보를 전달할 때 인플루언서의 전문성을 더 높게 지

각한다. 그러나 인플루언서가 자신의 감정이나 일상에

관한 해시태그를 이용해 정보를 전달할 때에는 인플루

언서에 대한 친밀성이나 친근함을 더 높게 느끼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 따라 연구가설 1-

1과 연구가설 1-2가 지지되었다.

3. 해시태그 유형에 따른 패션 정보 평가 차이 검

증

두 유형의 해시태그에 따라 패션 정보 평가속성인 흥

미성, 유용성, 신뢰성 지각에 각각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지 살펴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Table

6>에 제시하였다.

SNS 정보 수용자들이 패션 정보의 흥미성과 신뢰성

을 지각함에 있어 해시태그 유형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t=−7.20; t=−0.89), 연구가설 2-1

과 연구가설 2-3이 기각되었다. 정보의 흥미성을 평가에

Table 3. Factor analysis result of perceived fit

Factor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ronbach's α

Perceived Fit

There is a connection with Hashtag messages and the

product's image.
.93

3.22 80.54 .95
Hashtag messages reflect the product's characteristics. .91

Hashtag messages is appropriate to explain the product's

image.
.87

Hashtag messages match well with the product's image. .85

Table 4. Factor analysis result of consumer response

Factor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ronbach's α

Consumer

Response

I want to reply on the given posting. .90

2.48 82.57 .89
I want to share the given posting. .89

I want to follow the influencer's account. .83

I want to click LIKE for the given posting. .73

Table 5. Hashtag type differences in the evaluation of fashion influencer

Variable
Information & Exposure (n=53)

Mean (S.D.)

Storytelling high fit (n=52)

Mean (S.D.)
t

Expertise 4.59 (0.96) 3.57 (1.15) −4.92***

Familiarity 3.20 (1.22) 4.47 (0.98) −5.85***

***p<.001

Table 6. Hashtag type differences in the evaluation of fashion information

Variable
Information & Exposure (n=53)

Mean (S.D.)

Storytelling high fit (n=52)

Mean (S.D.)
t

Playfulness 3.42 (1.34) 3.62 (1.51) −7.20***

Usefulness 4.84 (1.35) 3.61 (1.19) −4.95***

Trust 3.35 (1.47) 3.60 (1.34) 0−.89***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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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해시태그 유형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인스타그램이라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내에서 해시태

그를 이용해 소통하는 행위 자체가 즐거움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정보의 객관성이나 양 외에

도 다른 요소들이 정보의 신뢰성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여 신뢰성 지각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없

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인플루언서가 스토리텔링형 해시태그보다 정

보 제공 및 노출형 해시태그를 사용하여 정보를 전달할

때 정보의 유용성은 더 높게 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4.95, p<.001). 이에 따라 연구가설 2-2는 지지되었다.

4. 인플루언서 평가 및 패션 정보 평가의 매개효

과 검증

해시태그의 유형이 인플루언서 평가 및 패션 정보 평

가를 각각 매개로 하여 수용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

인하고자 SPSS Macro Process(Hayes, 2013)의 Model 4

를 활용하였다. 해시태그 유형은 더미변수로 코딩하여

(정보 제공 및 노출형=0, 스토리텔링형=1) 독립변수로

투입하였으며, 수용자 반응을 종속변수로 하였다. 매개

변수의 경우, 인플루언서 평가 2개 속성과 패션 정보 평

가 3개 속성을 각각 투입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을 위해 신뢰구간을 95%로 설정하고, 부트스트랩

샘플 수를 1,000으로 지정하였다.

먼저, 연구가설 3-1의 검증을 위해 인플루언서 평가

속성인 전문성과 친숙성이 해시태그 유형과 수용자 반

응 간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수행하는지 살펴보았다. 독

립변수인 해시태그 유형이 매개변수인 전문성에 미치

는 영향의 효과계수는 −1.017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t=−4.92, p<.001). 전문성이 해시태그 유형과 수용자

반응을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간접효과 계수는 −.323의 값을 보였으며

간접경로에 대한 95% 신뢰구간은 LLCI=−.7338~ULCI

=−.0730으로 나타났다.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았

으므로 전문성의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도출되었

다(Table 7).

친숙성을 매개변수로 투입하였을 때에도 해시태그 유

형에서 친숙성으로 가는 경로의 효과계수가 1.260으로

유의하였으며(t=5.84, p<.001), 간접효과 계수는 .499의 값

을 나타내었다. 간접경로에 대한 95% 신뢰구간은 LLCI

=.1772~ULCI=.9632로,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았

으므로 친숙성의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도출되었

다(Table 8). 특히 친숙성의 경우 Model 2에서 해시태그

유형이 수용자 반응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나 친숙성의 완전매개효과가 증명되었

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연구가설 3-1이 지지되었다.

연구가설 3-2에서 제시된 패션 정보 평가의 매개효과

를 검증하기 위해서 패션 정보의 흥미성, 유용성, 신뢰

성을 차례로 매개변수로 투입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해시태그 유형이 정보의 흥미성 지각으로 가

는 경로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간접경로에 대한 신뢰구

간에 0이 포함되어([LLCI, ULCI]=[−.1762, .4302]) 간접

효과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9).

Table 7. Mediation effect of expertise

Variable

Model 1

Y: Expertise

Model 2

Y: Consumer Response

Effect (s.e) t Effect (s.e) t

Hashtag Type (X) −1.017 (.207) −4.92*** .686 (.288) 2.38*

Expertise (M) - - .317 (.123)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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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8. Mediation effect of familiarity

Variable

Model 1

Y: Familiarity

Model 2

Y: Consumer Response

Effect (s.e) t Effect (s.e) t

Hashtag Type (X) 1.260 (.215) 5.84*** −.135 (.293) −.46***

Familiarity (M) - - −.396 (.116) 3.42***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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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정보의 유용성을 매개변수로 한 분석에서는 해

시태그와 유용성 간 경로의 효과계수가 유의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t=−4.94, p<.001), 간접효과 계수는 −.396

의 값을 보여 95% 신뢰구간에서 유의한 것으로 도출되

었다([LLCI, ULCI]=[−.8985, −.1675]). 이로써 유용성의

간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10).

마지막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는 유지하고 패션 정

보 평가속성 중 신뢰성을 매개변수로 투입하여 매개효

과를 분석하였다. <Table 11>과 같이 해시태그 유형에

따른 정보 신뢰성의 지각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접효과의 유의성도 확인할 수 없었다([LL-

CI, ULCI]=[−.1039, .2994]). 이상의 결과에서 패션 정보

평가속성 중 유용성만이 매개효과를 보여, 연구가설 3-2

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5. 제품 이미지와 해시태그 메시지 간의 적합성에

따른 평가 차이 검증

본 연구는 패션 인플루언서가 제시하는 제품 이미지

와 스토리텔링형 해시태그 간의 적합성 수준에 따라 인

플루언서 및 패션 정보에 대한 수용자의 평가가 달라질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제시하였다. 표현 방식에 있어서

단어, 문장 등의 사용이 자유로운 스토리텔링형 해시태

그의 경우, 제품 이미지와 메시지 간의 관련된 정도가

수용자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

이다.

분석에 앞서 제품 이미지와 스토리텔링형 메시지 간의

적합성이 높은 자극물은 1, 적합성이 낮은 자극물은 0으

로 코딩하여 투입하였다. 이후 스토리텔링형 해시태그의

적합성 수준에 따라 인플루언서 평가속성인 전문성과 친

숙성 지각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인플루언서의 전문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적합성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Mlow=3.48, Mhigh=3.58, t=.39, p>.05). 또

한 인플루언서의 친숙성 평가에 있어서도 적합성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Mlow=4.68, Mhigh=

4.47, t=−1.06, p>.05) 연구가설 4-1이 기각되었다(Table

12). 일반적으로 광고 메시지를 전달할 때 소비자는 제품

과 메시지 간 적합성이 높을 때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

지만(Kim & Kim, 2003),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SNS

Table 9. Mediation effect of playfulness

Variable

Model 1

Y: Playfulness

Model 2

Y: Consumer Response

Effect (s.e) t Effect (s.e) t

Hashtag Type (X) .200 (.278) .72 .257 (.223) 1.15***

Playfulness (M) - - .533 (.078) 6.76***

***p<.001

Table 10. Mediation effect of usefulness

Variable

Model 1

Y: Usefulness

Model 2

Y: Consumer Response

Effect (s.e) t Effect (s.e) t

Hashtag Type (X) −1.232 (.249) −4.94*** .759 (.284) 2.67**

Usefulness (M) - - .321 (.101)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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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1. Mediation effect of trust

Variable

Model 1

Y: Trust

Model 2

Y: Consumer Response

Effect (s.e) t Effect (s.e) t

Hashtag Type (X) .244 (.275) .89 .272 (.248) 1.10***

Trust (M) - - .374 (.088) 4.23***

***p<.001



한국의류학회지 Vol. 43 No. 1, 2019

– 12 –

상에서 전달되는 정보의 적합성은 정보원 평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스토리텔링형 해시태그의 적합성 수준에 따

라 패션 정보 평가속성인 정보 흥미성, 정보 유용성, 정

보 신뢰성 지각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t-test

분석결과, SNS 정보 수용자들은 적합성이 높은 스토리

텔링형보다 적합성이 낮은 스토리텔링형 해시태그를 사

용하여 정보를 전달할 때 정보의 흥미성을 더 높게 지각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low=4.66, Mhigh=3.62, t=−3.55,

p<.01). 이는 적합성이 높은 스토리텔링형 해시태그가 사

용된 정보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는 기존의 연

구와 대립되는 결과로, 앞서 언급한 것처럼 SNS 이용자

들은 해시태그를 사용한 소통 방식 자체에 흥미로움을

지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적합성이 낮을 때

정보 흥미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제품 이미지와는 연관

이 없으나 해시태그로 작성된 인플루언서의 자유로운

감정 표현과 재미있는 문구 등에 참여자들이 깊은 공감

을 하며 나타난 결과라고 판단하였다.

정보의 유용성 지각에 있어 해시태그 유형에 따른 차

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Mlow=3.56, Mhigh

=3.61, t=.18, p>.05), 신뢰성 지각의 경우 SNS 정보 수용

자들은 적합성이 높은 스토리텔링형 해시태그를 사용하

여 정보를 전달할 때 정보의 신뢰성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low=3.01, Mhigh=3.60, t=2.31, p<.05).

이러한 결과는 스토리텔링형 해시태그의 특성 상 제품

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경향이 부족하기 때

문에 적합성 수준에 관계없이 정보의 유용성을 지각하

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도출된 것으로 생각된다. 반

면 제품 이미지와 해시태그 메시지 간의 적합성이 높을

때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적합성을 갖지 못하는 자극은 전체 메시지로부터

이탈되고 소비자의 주의를 분산시킴으로서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

다(MacInnis & Park, 1991). 상기 분석을 토대로 연구가

설 4-2는 신뢰성에 한해 부분적으로 지지되었으며, 구

체적인 결과는 <Table 13>과 같다.

최종적으로 제품 이미지와 해시태그 메시지 간의 적

합성 효과는 SNS 상의 정보원을 평가할 때보다는 패션

정보를 평가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적합성이 높은 스토리텔링형 해시태그는 정보의

신뢰성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적합성이 낮은

스토리텔링형 해시태그는 정보의 흥미성 평가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적합성의 수준에 따라

다른 효과를 지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SNS 인플루언서가 제시하는 해시태그의 유

형에 따라 인플루언서 및 패션 정보 평가, 수용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추가적으로 제품 이미지와

해시태그 간의 적합성 수준에 따른 수용자의 평가 차이

를 검증하였다. 수용자들은 정보 제공 및 노출형 해시태

그로 정보를 전달받을 때 인플루언서의 전문성을 더 높

게 지각하며, 스토리텔링형 해시태그로 정보를 전달받

을 때에는 인플루언서의 친숙성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의 정보 제공 및 노출형 해시

태그로 전달된 정보가 더 유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일반적으로 정보원의 전문성과 정보 유용성은 제시

Table 12. Perceived fit differences in the evaluation of fashion influencer

Variable
Storytelling high fit (n=52)

Mean (S.D.)

Storytelling low fit (n=47)

Mean (S.D.)
t

Expertise 3.58 (1.15) 3.48 (1.25) −0.39

Familiarity 4.47 ( .98) 4.68 (1.02) −1.06

Table 13. Perceived fit differences in the evaluation of fashion information

Variable
Storytelling high fit (n=52)

Mean (S.D.)

Storytelling low fit (n=47)

Mean (S.D.)
t

Playfulness 3.62 (1.51) 4.66 (1.42) −3.55**

Usefulness 3.61 (1.19) 3.56 (1.35) −0.18**

Trust 3.60 (1.34) 3.01 (1.19) −2.31**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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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정보를 통해 수용자 스스로가 도움을 받는다고 지각

할 때 형성되는데(Sussman & Siegal, 2003), 정보 제공

및 노출형 해시태그의 경우 패션 제품 이미지와 직접적

으로 관련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수용자

들이 실질적인 정보 및 정보원 등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용이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반면 스토리텔링형 해시

태그는 패션 제품 자체에 대한 정보보다는 제품 이미지

와 관련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대화하듯 전달하기

때문에 정보 수용자가 인플루언서에 대해 개인적인 호

감과 친밀감을 형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플루언서 평가속성인 전문성과 친숙

성은 해시태그 유형이 수용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매

개하였으며, 특히 친숙성의 경우 완전매개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션 정보 평가속성의 경우 유용성에

한해서만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한편, SNS 정보 수

용자들은 적합성이 높은 스토리텔링형 해시태그로 제시

된 정보의 신뢰성을 더 높게 지각하며, 적합성이 낮을

스토리텔링형 해시태그로 제시된 정보에는 흥미성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주목할 점은 적합성이 낮은 스토리텔링형 해시태그를

사용한 정보에서 흥미성이 높게 지각된 것이다. 이 결과

로 볼 때 제품과 무관한 해시태그도 흥미로운 의사소통

도구로 작용하여 수용자에게 즐거움을 전달할 것이라

고 예상할 수 있다. 즉, 인플루언서의 자유로운 감정 표

현과 재미있는 문구 등에 수용자들이 깊은 공감을 느낄

수 있으면 흥미성을 높게 지각한다고 볼 수 있다. 패션

정보의 신뢰성을 지각함에 있어서 정보 제공 및 노출형

해시태그와 스토리텔링형 해시태그에 따른 차이가 나타

나지 않은 것은 SNS 정보 수용자가 정보의 신뢰성을 지

각하기 위해서는 전달된 정보의 객관성 수준이나 정보

의 양 외에도 다른 요소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추측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정보 수용자들은

제품 이미지와 메시지 간의 적합성이 높을 때 신뢰성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단순히 메시

지의 객관성뿐만 아니라, 주어진 정보끼리의 연관성이

높을 때 신뢰성 지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

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학술적 의의를 다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

째, 단순히 해시태그 유형을 범주화한 선행연구를 확장

하여(Chae et al., 2015; Kim & Chung, 2016; Lee, 2016),

해시태그 유형에 따라 정보 수용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

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 과정에서 인플루언서가

해시태그를 사용하여 패션 제품을 홍보하는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현상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 외

적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둘째, 해시태그 활용 방

식에 따른 수용자 반응의 변화를 밝힘에 있어, 인플루언

서와 패션 정보 평가의 어떤 속성이 구체적으로 달라지

는지 확인하였다. 특히 SNS 정보 수용자들은 제품과 무

관한 정보라도 솔직한 감정 표현이나 개인의 일상 등이

포함된 정보에 대해 흥미롭게 지각한다는 것을 새롭게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제품 이미지와 메시지

간의 적합성이 높을수록 정보의 신뢰성을 더 높게 평가

함을 확인함으로써 적합성이 높은 정보에 대해 수용자

의 긍정적인 반응이 향상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Y. H.

Kim, 2007)를 강화하였다.

실무자들은 본 연구결과를 통해 밝혀진 해시태그 유

형의 서로 다른 효과를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해시태그를 통해 제품 정보를 제공할 경

우, 수용자들은 제공된 정보가 유용하며 인플루언서가

전문적일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인플루언서를

통해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상황에서는 객관적 단어들

로 구성된 해시태그가 유용할 것이다. 고객은 구매 시

제품 정보를 본격적으로 탐색하며 타인의 전문적 의견

을 찾아보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소비자가 기

업이나 브랜드를 신뢰하고 친밀하게 느끼도록 하기 위

해서는 스토리텔링형 해시태그가 더 효과적일 것이다.

제품과 관련된 스토리텔링형 해시태그를 사용하는 경우

인플루언서의 친숙성과 정보의 신뢰성을 높게 지각하

게 된다. 그러므로 이때에는 제품에 대한 느낌, 감정, 기

분 등을 표현하거나 후기를 대화하는 형식으로 전달하

는 해시태그를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한다. 먼저 본 조사

에서 정보 제공 및 노출형 해시태그와 스토리텔링형 해

시태그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유용성 수준으로

조작적 검증을 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연구설

계 시 사전조사에서 조작적 검증 과정을 거치기는 했으

나, 실험단계에서 피험자가 해시태그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제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

외에 조작적 검증을 위한 변수를 새롭게 마련해야 할 것

이다. 다음으로 전체 응답자 중 남성이 약 70%를 차지하

였다는 점에서 성별에 따른 영향력이 발생하였을 가능

성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여성 피험

자를 추가 모집하여 성별에 따른 효과를 줄이고 결과를

일반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해시태그에 따른 수용자 반

응을 설명하는 다른 요소들에 대한 탐구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이미지 기반 SNS에서는 정보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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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성보다는 흥미 또는 재미를 느끼게 하는 요소가 수용

자들에게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생각

된다. 따라서 수용자의 신뢰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요소

를 규명하고 이를 실증하는 후속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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