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여가의 의미는 일이나 의무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시간으로 정의되어 왔다[1]. 또한 여가는 일상생활에서 
모든 의무나 구속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속성을 가지
고 있다고[2] 하였다. 이에 따라 경험되어진 모든 활동
을 여가활동으로 정의하고[3], 여가기능에서 여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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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SNS 이용자들의 인플루언서 대인신뢰, 브랜드이미지 및 구매의도에 대한 관계를 규명하는데 목
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온라인 리서치 전문 회사 Embrain을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집하였다. 2019년 
6월 25일부터 7월 2일까지 6일간 온라인을 통해 실시하였으며, 총 335부를 자료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
는 SPSSWIN 프로그램과 AMOS 를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빈도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분석, 구조방정식모형분석 및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인 간 관계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SNS 이용자들의 인플루언서 대인신뢰는 브랜드이미지에 정(+)의 영향에 미친다고 나타났다. 둘째, 인플
루언서들이 판매하는 브랜드의 이미지가 구매의도에 정(+)의 영향에 미친다고 나타났다. 셋째, SNS 이용자들
의 인플루언서 대인신뢰는 구매의도에 정(+)의 영향에 미친다고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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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SNS users' interpersonal trust, 
brand image and purchase intention. A total of 335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during 6 days by 
Embrain online research company.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SPSSWIN and AMOS program and 
frequency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validity test, correlation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were performed. The results of verifying the relationship among variables are as follows. 
First, SNS users' interpersonal trust in influencers had positively influenced by brand image. Second, 
brand image sold by influencers had positively influenced by purchase intention. Third, SNS users’ 
interpersonal trust in influencer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purchase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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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요한 영향을 가지고 이어져 왔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여가활동 유형은 변화되기 시작

하였다. 여가만족과 관련성이 높은 스포츠 활동이나 문
화, 예술 활동과 같은 직접 참여하는 능동적 여가가 독
서, 음악감상, TV시청과 같은 비활동적인 수동적 여가
보다 크게 기여 한다[4]라고 하였다. 하지만, ‘2018 국
민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 10대(67.8%), 20대(63.7%), 
30대(56.6%)는 여가활동으로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며 
시간을 보낸다고 하였으며, 연령에 관계없이 스마트기
기를 통해 웹서핑(31.3%), 모바일메신저(17.9%), SNS
활동(14.6%), 게임(14.1%)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가장 많이 하고 만족스러운 여가활동을 TV
시청 이라고 제시되었다[5]는 점에서 여가활동의 패러
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이러한 변화
들은 여가시간을 혼자 집에서 보내는 사람들이 늘어나
고 집에서도 다양한 활동과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6]는 점으로 해석 될 수 있다.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여가활동으로서 
이용동기, 여가만족, 지속의도를 연구한 권순재[7]는 여
가활동으로서 SNS의 이용은 쉽고 빠르게 원하는 것은 
모두 얻을 수 있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사회관계면에서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고 제시하였다. SNS 이용률을 보면 2011년(16.8%)에
서 매년 상승해 2018년(48.2%)으로 2011년 대비 
31.4%p가 증가하였으며, 조사 응답자의 2명중 1명이 
SNS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대별로
는 20대의 SNS 이용률이 82.3%로 가장 높고, 그다음
으로 30대(73.3%), 40대(55.9%), 10대(53.8%)의 순으
로 나타났다[8].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SNS는 빠르
게 성장하고 있으며 여가로써 또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모든 면에서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인 가구 전성시대가 되면서 인스타그램(Instagram)
이나 페이스북(Facebook), 유튜브(Youtube)등 
SNS(Social Network Service), 혹은 다양한 소셜 플
랫폼(Social Platform)에서 수십만 명의 구독자
(Follower)를 보유한 ‘SNS 유명인’ 으로 자신만의 콘텐
츠를 만들어 타인에게 공유하는 인플루언서
(Influencer)들이 1인 마켓이라고 불리는 ‘세포마
켓’(Cell Market)등으로 지금 현재의 트랜드(Trend)를 

이끌고 있다. 또한 여기서 자신만의 여가생활을 즐기는 
‘나홀로족’ 들이 대표적으로 그 트랜드를 따라가고 있다
[9][10]. 따라서 인플루언서들을 통한 브랜드의 메시지 
전달, 상품 판매, 고객 확대를 위해 기업들은 마케팅 전
략으로 구사하고 있으며[11], 인플루언서들은 타인에게 
제품에 대한 지각, 태도, 행동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
치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다[12]. 따라서 여가학 관점에
서도 SNS, 인플루언서들을 통한 정보와 서비스는 내가 
따라 하고 싶은 여가, 내가 궁금했던 여가, 지금 하고 
있는 여가에 대한 하나의 매개체 역할로써 여가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있다.  

이러한 바탕으로 인플루언서들에 대해서 조사한 미
국의 블로그 모니터링 조사회사 인텔리시크
(Intelliseek)에서는 소비자의 90%가 다른 소비자의 추
천을 신뢰한다고 하였으며, TV광고는 50%이하로 신뢰
한다는 결과를 발표 하였다. 이는 온라인상의 정보량도 
중요하지만 신뢰를 줄 수 있는 정보를 생산해 내는 것
이 중요해지면서 인플루언서들의 역할이 커지게 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이 공유하는 특정제품 또
는 브랜드에 대한 의견이나 평가는 다른 소비자들의 인
식과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13]. 한편, 90만 명
의 구독자(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한 인플루언서는 
소비자들의 구매 제품 및 소통에 관한 안일한 대처로 
인한 사회적 파장은 연일 포털 사이트 1위에 올라오면
서 큰 이슈로도 작용하였다.

현재까지 많은 인플루언서들의 선행연구들이 진행되
어지고 있다. 특히 인플루언서들의 연구들은 마케팅적 
영향이 많이 제시되어 지고 있다. 하지만 정보를 얻는 
구독자의 관점에서 볼 때 마케팅적 생각보다는 지금 하
고 있는 SNS활동이 인플루언서들을 통해 얼마나 신뢰
하고 활용 하는지가 중요한 요점이라고 판단된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 인플루언서들에게 기업과 구독자의 입
장으로 볼 때  문제 제기와 결과를 도출함에 있어서 중
요한 일이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맥락에서 인플루언서들의 대인신
뢰가 브랜드이미지와 구매의도와의 관계는 중요한 요
인들로 작용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는 SNS 이용자들의 인플루언서 대인신뢰, 브랜드이미
지 및 구매의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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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인플루언서들에 대한 
유용한 자료를 제시하고, 그들의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프로그램 개발을 시도하는 측면에서 연구의 필
요성이 존재한다.  

2. 연구가설 및 모형 
인플루언서들의 대인신뢰, 브랜드이미지 및 구매의도

와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 및 모형을 제시 하였다. 

H1 : 인플루언서들의 신뢰는 브랜드이미지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H2 : 인플루언서들이 판매하는 브랜드이미지는 구매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H3 : 인플루언서들의 신뢰는 구매의도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 이다.

 그림 1. 연구모형

Ⅱ. 이론적 배경

1. 대인신뢰의 이해
대인신뢰는 상대방에 대한 기대라고 볼 수 있으며, 

피해에 대한 감수와 공동체 내에서 개인 간 협력을 끌
어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축적시킬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 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다[14-16]. 또한 대인신뢰는 그 
대상자의 특성이나 행동에 의해 어느 정도의 신뢰를 받
게 되는가를 결정하게 하며[14], 상대방을 믿고 기대하
는 마음상태로서 자신에게는 피해가능성이 없을 것 이

라고 믿는 것이다[17]. 이러한 대인신뢰는 바로 상대방
에 대한 믿고자 하는 태도와 믿을 수 밖 에 없는 확신이
라는 점이다.

이와 같은 점에 따라 대인신뢰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
용하는 것이 능력, 도덕성, 성실성, 배려, 동질성의 요인
으로 대인신뢰의 정도를 결정하며 그 대상의 상대적 지
위에 따라서 요인간의 중요다가 나타난다[18]. 또한 국
내 트위터(twitter)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는 SNS 상에서의 대인신뢰 결정에 있어 신뢰 대상의 
능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19]. 
이는 인플루언서들의 정보전달은 대인신뢰의 바탕으로 
직접적 영향을 주며,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2. 브랜드이미지
브랜드 이미지는 소비자가 구매하는 제품의 기준이 

되는 요인 이다[20]. 소비자가 느낀 감정으로 브랜드에 
관한 연상 작용으로 정보와 요소들이 결합 되어진 소비
자 인식이며[21], 소비자가 가지는 신념의 집합이다
[22]. 브랜드 이미지는 고객들에게 브랜드에 대한 신뢰
감과 기대감을 주는 동시에 기대효과를 나타내면서, 단
순히 시각적인 이미지 전달이 아닌 브랜드의 가치를 나
타내는 중요한 요인이다[23]. 이에 기업은 브랜드이미
지를 향상시킴으로써 소비자에게 브랜드에 대한 친숙
성과 신뢰성 그리고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
지를 향상 시킬 필요가 있다[24][25]. 이러한 지속적 브
랜드 이미지의 상승을 위해 브랜드와 브랜드 또는 브랜
드와 특정 대상에 대한 협업이 등장 하였다. 김민정, 박
은경[26]은 협업은 각각의 핵심 역량을 강화시킴으로서 
제품 및 브랜드의 품질 향상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정훈실, 김영인[27]연구에서
는 브랜드와 아티스트가 작품에 대한 전문성을 통해 브
랜드의 이미지를 고급화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제
시하였으며, 협업은 통한 소비자들의 감정적인 부분과 
새로움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다고 나타났다[28]. 또한 
김보연[29]의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된 협업은 브랜
드 이미지를 강화, 보완, 확신의 목적을 가지고 브랜드
와 기술, 디자인, 가격, 아이디어, 스토리, 소셜미디어와 
의 결합된 유형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박재희[30]의 연
구에서 제시된바 협업 전후 브랜드의 이미지의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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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규명 하였으며, 이는 협업 브랜드 속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따라 협업한 브랜드 이미지에 영향을 미
칠 수 있음을 나타 냈다. 따라서 브랜드 이미지는 소비
자가 브랜드에 대해 갖는 전체적인 인상을 의미하며, 
브랜드와 관련된 여러 연상들이 결합되어 하나의 속성
을 이루고 이를 통해 전체적인 인상이 만들어지게 된다
[31].

3. 구매의도
구매의도는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실제적

인 구매의사 여부를 나타내는 것으로[32], 실제 구매행
동의 예측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어떤 제품
의 구매여부를 결정할 때 그 제품 자체에 대한 태도보
다는 그 제품을 구매하려는 구매의도가 더 영향을 미친
다고 할 수 있다[33]. 브랜드에 대한 신뢰성과 디자인 
및 이미지는 구매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34]. 소비자들이 제품에 대한 긍정적 사고와 동시에 브
랜드에 대한 관심과 애착심으로 상품구매 및 제품인식
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35]. 또한 브랜드이미지가 소비
자들의 구매 행동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36]는 점에서 많은 선행연구들이 브랜드 이미지와 
구매의도와 관계를[37-45]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
라는 것을 제시 하고 있다. 종합해보면 위의 선행연구
들에서는 대인신뢰, 브랜드 이미지, 구매의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타당성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관계를 배경으로 연구의 목적을 규명
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SNS 이용자들의 인플루언서 대인신뢰, 브

랜드이미지 및 소비자들의 구매의도와의 관계를 알아
보기 위해 인플루언서들을 통해 제품을 구입한 사람들
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여 1,328,757명의 패널(2019년 
6월 초 기준)을 보유한 온라인 리서치 전문 회사 
Embrain을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집하였다. 
2019년 6월 25일부터 7월 2일까지 6일간 온라인을 통

해 실시하였으며, 총 335부를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특성 n %

성별
남자 130 38.8
여자 205 61.2

나이
20대 132 39.4
30대 123 36.7

40대 이상 80 23.9

주거지

서울 138 41.1
인천․경기 98 29.3

부산․울산․경남 47 14.0
대전․충청 18 5.4
대구․경북 18 5.4
광주․전라 15 4.5
강원․기타 1 0.3

사용해본
SNS
(복수
응답)

트위터 214 63.9
인스타그램 301 89.9
싸이월드 282 84.2

카카오스토리 268 80.0
페이스북 306 91.3
유튜브 283 84.5
왓츠앱 55 16.4

링크드인 49 14.6
네이버블로그 1 0.3

기타 2 0.6

인플루언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

잘 모른다 0 0
잘 모르지만 들어본 적은 

있다 0 0

알고 있다 229 68.4
잘 알고 있고 자주 방문하고 

있다 106 31.6

제품 구매 후 
경과기한

1년 미만 196 58.5
1년 이상-2년 미만 83 24.8
2년 이상-3년 미만 34 10.1
3년 이상-4년 미만 14 4.2

4년 이상 8 2.4

월평균가구소
득

99만원 이하 3 .09
100-199만원 21 6.3
200-299만원 54 16.1
300-399만원 61 18.2
400-499만원 52 15.5
500만원이상 144 43.0

주로 
인플루언서의 
계정을 보는 

시각

6-9시 8 2.4
10-14시 33 9.9
15-18시 38 11.3
19-24시 240 71.6
24-5시 16 4.8

인플루언서를
알게된경로

인터넷검색 161 48.1

해시태그 110 32.8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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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SNS 이용자들의 인플루언서 대인신

뢰, 브랜드이미지 및 구매의도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
해 설문지를 조사도구로 이용하였다.

인플루언스들의 대인신뢰를 측정하기 위하여 
Dahlstrom and Nygaard[46], Zolin,　 Hinds, 
Fruchter, and Levitt[47], Johnson and 
Grayson[48]에서 제시된 척도를 민보영[49]이 한국 
정서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한 설문지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대인신뢰는 두 가지 
하위척도인 인지적 신뢰 5문항, 정서적 신뢰 5문항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또한 느낀 정도에 따라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 하였다.

브랜드이미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Kotler[50]이 개발
한 브랜드이미지의 단일척도 7문항을 한수정[51]이 한
국 정서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한 설문지로 본 연구에 맞
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느낀 정도에 따라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 하였다. 

구매의도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는 Engel,  
Blackwell and Miniard[52]의 연구에서 사용된 구매
의도의 단일척도 4문항을 최호림[53]이 한국 정서에 맞
게 수정 및 보완한 설문지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
완하여 사용하였다. 느낀 정도에 따라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 하였다. 또한 SNS 이용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9개의 요인을 구성하였다.

3.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는 SPSSWIN 프로그램과 

AMOS 를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개인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을 실시하였으며, 조사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
하기 위해 대인신뢰, 브랜드이미지, 구매의도에 관한 각 

문항들에 대해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lysis)과 Cronbach's α 검사를 하였다. 또
한, 인플루언서들의 신뢰와 브랜드이미지, 구매의도에 
대한 변수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SEM)을 이용한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실시하여 가설의 채택과 기각 여부를 판단
하였다.

4.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으며 구

성된 설문지는 여가학 전공 교수 1인과 연구원 1인에
게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를 검증 받았으며, 사
용된 측정도구의 정확한 구성타당도 및 적합도를 확인
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상대적 적합도 지수로 
NNFI(non-normed fit index), 즉 TLI(tucker-lewis 
index)와 CFI (comparative fit index) 그리고 절대
적 적합도 지수로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여 모형을 평가하였다. 
TLI와 CFI지수의 경우 .90 이상일 때, RMSEA지수는 
.08 이하일 때, 모형 평가를 위한 적합한 수준으로 권장
되고 있다[54]. 

단위별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표 3]에서 제시된 바
와 같이 대인신뢰 요인의 하위요인인 인지적 신뢰에서 
2번, 4번 및 5번 문항이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s)값이 .2 이하로 현저하게 나타나 문항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삭제하였으며, 정신적 신뢰
의 10번 문항 역시 SMC 값이 기준인 .4에 미치지 않아 
삭제하였다. 이후 TLI와 CFI는 .90 이상이며, RMSEA
는 .08 이하로 적합도 기준을 만족하였다. 전체 문항 확
인적 요인분석 결과 [표 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TLI
는 .951, CFI는 .959, 그리고 RMSEA는 .061 로 나타
나 적합도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또
한 Cronbach's α 계수를 통해 신뢰도 검증을 하였으
며, Cronbach's α 신뢰도 분석 결과 신뢰도 값이 .7 
이상으로 측정도구로써 신뢰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56]. 또한 모든 요인에 대한 개념 신뢰도

온라인 광고 40 11.9
지인소개 23 6.9
TV방송 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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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 세부요인 문항 수

개인적특성 성별, 연령, 거주지역,SNS사용경험,인플루언서를 
알게된 경로등 9

대인신뢰
인지적신뢰 5

정신적신뢰 5

브랜드이미지 단일척도 7
구매의도 단일척도 4

전체 30

표 2. 초기문항

변수명 초기항목 최종항목 χ2 df TLI CFI RMSEA 비고
인지적신뢰 5 2

21.454 8 .972 .985 .071 대인신뢰
정신적신뢰 5 4

브랜드이미지 7 7 27.651 11 .970 .984 .067 단일요인
구매의도 4 4 2.843 2 .997 .999 .036 단일요인

       전체 1977.4 1211 .901 .913 .051

표 3. 단위별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항목 추정치 표준오차 CR AVE α

인지적
신뢰

내가 생각하는 인플루언서가 제시한 내용에 대하여 의혹이나 걱정이 없다. .681 .440
.702 .541 .700

내가 생각하는 인플루언서에게 일(A/S, 반품, 교환 등)을 맡기는 부분에서 믿음이 간다. .756 .435

정신적
신뢰

내가 생각하는 인플루언서가 판매하는 제품을 더 이상 이용하지 않는다면 개인적인 손실이 
발생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299 .997

.823 .564 .792

내가 인플루언서와 나의 문제를 공유하고자 한다면 이 인플루언서는 기꺼이 나의 요구에 
응할 것이다. .804 .205

내가 생각하는 인플루언서는 나에게 따뜻하고 주의 깊게 능력을 보여줄 것이다. .888 .226

내가 생각하는 인플루언서와 자유롭게 나의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으며, 이 
인플루언서는 그것을 듣고자 한다. .875 .336

브랜드
이미지

내가 생각하는 인플루언서가 판매하는 제품 브랜드는 전반적인 이미지가 좋다. .677 .359

.899 .561 .879

내가 생각하는 인플루언서가 판매하는 제품 브랜드는 차별화 되어서 좋다. .750 .352

내가 생각하는 인플루언서가 판매하는 제품 브랜드는 제품/서비스의 이미지가 마음에 든다. .751 .345

내가 생각하는 인플루언서가 판매하는 제품의 브랜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다. .661 .431

내가 생각하는 인플루언서가 판매하는 제품 브랜드는 대중적인 명성이 있다. .610 .606

내가 생각하는 인플루언서가 판매하는 제품의 브랜드는 전문성이 있다. .775 .355

내가 생각하는 인플루언서가 판매하는 제품의 브랜드는 타사 브랜드와 명확한 차이가 있다. .776 .357

구매의도

나는 내가 생각하는 인플루언서가 판매하는 브랜드의 제품을 선택할 것이다. .813 .240

.923 .751 .906나는 내가 생각하는 인플루언서가 판매하는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할 계획이 있다. .829 .260

나는 내가 생각하는 인플루언서가 판매하는 브랜드의 제품을 다시 구매할 것이다. .883 .186

나는 내가 생각하는 인플루언서가 판매하는 브랜드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구매할 것이다. .844 .251

χ2=251.749, df=113 TLI=.951 CFI=.959 RMSEA=.061

표 4. 확인적 요인분석(CFA) 및 신뢰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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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 reliability: CR)와 분산추출지수(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를 산출하여 집중타당도를 
검증하였다. CR, AVE 값이 .6, .5 이상으로 나타나 타
당성이 검증 되었다[56].

Ⅳ. 결과 

1. 요인 간 상관관계분석
SNS 이용자들의 인플루언서 대인신뢰, 브랜드이미지 

및 구매의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각 변수들 간
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에 사용된 대
인신뢰, 브랜드이미지, 구매의도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상관분석 결과 [표 5]에 제시된 결과와 같으며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통해 잠재변수간의 상관관
계수의 값이 .80 보다 높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모형의 적합도 
본 연구에서 SNS 이용자들의 인플루언서 대인신뢰, 

브랜드이미지 및 구매의도와의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
과 구조모형의 모수로 최대우도법(Maximim 

Likelihood: ML)을 이용하여 [표 6]에 제시한 결과로 
나타났다. CFI .958(>.90), TLI .948(>.90), RMSEA 
.073(<.08)로 적합도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3. 가설 검증

        

그림 2. 경로분석 모형

SNS 이용자들의 인플루언서 대인신뢰, 브랜드이미지 
및 구매의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표 7], 그리고 [그림 2]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연구 가설 1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 ‘SNS 이용자들의 
인플루언서 대인신뢰는 브랜드이미지에 정(+)의 영향

변수 1 2 3
1 1

2 .638** 1

3 .587** .737** 1

1.대인신뢰, 2.브랜드이미지, 3.구매의도.

**p<.01

표 5. 요인 간의 상관관계분석 결과

적합도 기준 x2 df TLI CFI RMSEA
적합 지수 171.225 62 .948 .958 .073

표 6. 모형의 적합도

가설 경로 경로계수 S.E. t P
1 대인신뢰→브랜드이미지 .828 .080 10.086*** 채택

2 브랜드이미지→구매의도 .534 .129 5.114*** 채택

3 대인신뢰→구매의도 .348 .124 3.368*** 채택

***p<.001

표 7. 연구가설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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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칠 것 이다.’ 는 경로계수 .828, t 값은 10.086 으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채택 되
었다(p<.001).

연구 가설 2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 ‘인플루언서들이 
판매하는 브랜드이미지는 구매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는 경로계수 .534, t 값은 5.114로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는 채택 되었다
(p<.001).

연구 가설 3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SNS 이용자들의 
인플루언서 대인신뢰는 구매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 이다.’ 는 경로계수 .348, t 값은 3.368로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 3은 채택 되었다
(p<.001).

Ⅴ. 논의

본 연구는 SNS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인플루언서들의 
대인신뢰, 브랜드이미지, 구매의도와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인신뢰는 브
랜드이미지와 구매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브랜드이미지도 구매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SNS 이용자들의 인플루언서 대인신뢰가 브랜
드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
면, SNS 이용자들의 인플루언서 대인신뢰는 브랜드이
미지에 정(+)의 영향에 미친다고 나타났다. 이는 SNS 
이용자들이 인플루언서들을 신뢰함에 따라 인플루언서
들이 SNS에서 보여 지는 모습들로 입고, 먹고, 사용하
고 판매하는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도 향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청락[57], 정영빈, 유용상[58]의 연구에서 제시되었
듯이, 고객의 신뢰는 기업이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고 있으며, CJ E&M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98%로가 
‘인플루언서가 전달하는 정보는 신뢰가 간다.’라고 하였
으며, 88%는 ‘인플루언서의 행동을 따라해 봤거나 하고 
싶다.’라고 했다. 또한 69%는 인플루언서 영상을 지인

에게 공유 또는 추천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59]. 이와 
같은 결과들을 볼 때, 이미혜, 손동영[60]연구에서 제시
한 파워블로거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인식되는 경우
가 많고, 많은 구독자를 갖고 있으므로 정보의 전문성 
및 객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수용자들이 높은 신뢰도를 
형성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파워블로그를 통하여 얻게 되는 상품은 신뢰와 브랜드
인지도에 있어서 기업이 운영하는 상품관련 웹사이트
를 방문하여 얻게 되는 것보다 모두 높게 나타난다[61]
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 정보 수용자들은 제품 이미지와 메시
지 간의 적합성이 높을 때 신뢰성을 더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단순히 메시지의 객관성만이 아니라 주어진 정
보에 대한 연관성이 높을 때 신뢰성 지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62], 제품 이
미지와 메시지간의 적합성이 높을수록 정보의 신뢰성
을 더 높게 평가함을 확인함으로써 적합성이 높은 정보
에 대해 수용자의 긍정적인 반응이 향상하게 된다[63]. 
이제는 정보의 시대다. 누가 먼저 알고 소통하고 공유
하는 것이 중심이 되었다. Intuit의 Scott Cook에 말
처럼 ‘우리가 어떤 브랜드인지 소비자에게 알려 주는 
시대는 끝났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이야기가 
곧 그 브랜드의 이미지’라고 하였다[64]. 본 연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인플루언서들의 신뢰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이에 따라서 브랜드의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부각되었다. 따라서 인플루언서들은 신뢰
와 브랜드이미지를 바탕으로 보다 검증된 정보를 구독
자들에게 제공해야할 책임 의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다.  

둘째, 인플루언서들이 판매하는 브랜드의 이미지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
면, 인플루언서들이 판매하는 브랜드의 이미지가 구매
의도에 정(+)의 영향에 미친다고 나타났다. 이는 인플
루언서들이 판매하는 제품들은 인플루언서들로 인해 
브랜드이미지가 구분되며 구매의도를 높여 줄 수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브랜드이미지는 소비자의 기억 속에 내재된 브랜드
에 대한 연상과 함께 그려지는 이미지의 집합으로 구매
의도 유발을 위해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다[65][66].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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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구매의도는 소비자들이 브랜드 선택 시 특정 브랜드
를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의 강도를 의미한다[67]는 점
에서 브랜드이미지와 구매의도와의 관계는 중요한 연
결고리로 제시되어지고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제시된 브랜드이미지는 구매의도
의 긍정적인 관계가 제시된[39][68-76]점은 많은 선행
연구들에 의해 다루어 졌으며,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또한 브랜드이미지는 소비자와 지속적인 연
결을 통해 서로 간의 공감대를 형성해야만 존속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해당 브랜드만의 이미지를 구축한다면 소비
자들의 구매결정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77].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인플루언서들이 판매
하는 브랜드에 그 자체의 이미지도 있지만 인플루언서
들로 인해서 브랜드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고 구입을 
유도 할 수 있다는 점으로 추론 가능하다. 즉, 인플루언
서들 자체가 브랜드이며, 인플루언서들의 이미지는 곧 
브랜드이미지 이다. 따라서 인플루언서들은 이러한 점
을 유의해서 구독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고 판단된다.   

셋째, SNS 이용자들의 인플루언서 대인신뢰가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SNS 이용자들의 인플루언서 대인신뢰는 구매의도에 
정(+)의 영향에 미친다고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
플루언서들의 높은 신뢰와 믿음에 따라서 구매의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NS라는 공간 안에서 공유하고 소통한다는 점은 실
제로 친한 언니, 동생 같은 친 감을 느끼고 신뢰를 하
게 된다. 또한 SNS 스타 즉, 인플루언서들의 신뢰는 구
독자수가 곧 신뢰이기 때문에 구독자들은  별다른 검증 
없이도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따라 하게 된다. 사실 일
상 공유라는 점에서 신뢰를 쌓은 인플루언서들은 SNS
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흥미롭고 즐거운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구매 및 재구매를 유도하며, 
몰입과 참여를 이끌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어 졌다
[78]. 이러한 흥미를 자극하는 정보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 하고 만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다[79]. 또한 
SNS에서는 정보를 제공하는 자가 전문성이 높을 때 수

용자를 설득하는데 용이 하며, 정보의 신뢰성은 지속적
인 정보공유의도와 긍정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80][81].

이는 브랜드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행동은 구매의도
에 영향을 미친다[82]는 점에서 사람들은 정보 제공자
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각하면 정보를 제시한 
메시지에 쉽게 설득되며[81], 유명인이 전문성을 인지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구매행동이 증가하게 된다
[83].

반면에 윤혜정, 안승혜, 이중정[84]연구에 서 제시된 
결과처럼 파워 블로그가 해당 분야에서 잘 알려져 있거
나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경우 사용자의 신뢰를 얻
을 수 있지만, 단순히 구독자수가 많고 규모가 큰 계정
이라고 해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유
명 파워 블로그를 상업적으로 후원하는 브랜드의 경우 
긍정적이기 보다는 상업적으로 느껴져 부정적인 결과
를 보였다[60]. 

사람들은 인플루언서들의 상업적인 내용보다는 일상 
공유에 대하여 대리 만족이나 정보 제공을 원한다. 연
구결과에서 신뢰가 형성되면 구매의도에 영항을 주는 
것은 기존 선행연구들이[60][85-93]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 주었다. 

우선적으로 인플루언서 및 브랜드 관계자는 정확하
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독자들의 구매를 
유도 하여야 하겠다. 또한 인플루언서들은 제품 및 브
랜드에 대한 체계적 고찰이 선행되어야만 부작용을 최
소화하고 긍정적 효과를 확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
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이들에 올바른 정
보제공을 위해 제도적 마련에 대한 담론이 계속 이루어
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Ⅵ. 결론

본 연구는 SNS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인플루언서들의 
대인신뢰와 브랜드이미지 및 구매의도와의 관계에 대
해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 하였다.

첫째, 인플루언서들의 대인신뢰는 브랜드이미지의 정
(+)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인플루언서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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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신뢰는 매우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며, 이에 따
라서 브랜드의 이미지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부
각되었다. 

둘째, 인플루언서들이 판매하는 브랜드이미지는 구매
의도의 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인플루언서들은 
판매하는 브랜드이미지를 통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그로 인한 제품 구입을 유도 할 수 있다.

셋째, 인플루언서들의 대인신뢰는 구매의도에 정(+)
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신뢰
와 구매의도를 높여줌 으로써 서로간의 긍정적인 상호
작용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두 
가지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플루언서들의 대인신뢰, 브랜드이미지 및 구
매의도는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점에서 정보를 전달
해주는 인플루언서들에 대한 여가학적 측면으로  인플
루언서들이 행하는 여가에 대한 정보들이 SNS 이용자
들이 여가활동 탐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다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질적 연구 방법으로 분
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플루언서들이 SNS 이용자들에게 잘못된 정
보와 상업적인 내용을 전달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인
플루언서들의 신뢰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에 대하여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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