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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SNS(Social Network Service) 이용 증가로 인

해 SNS를 중심으로 유명세와 영향력을 얻은 인플루

언서(influencer)가 광고 · 홍보 활동에 참여하는 사례

가 늘고 있다(Choi & Cheong, 2017). 인플루언서는 ‘영

향력 있는 개인’이라는 뜻이며, 디지털 콘텐츠를 제

작하여 유통하고 충성도 높은 팔로워(follower)와 소

통하는 사람을 뜻한다. 인플루언서의 글로벌 시장은 

최근 급성장하였으며, 2020년 기준 약 100억 달러 규

모로 추정된다(Choi & Kang, 2017). 또한 DMC ME-

DIA(2019)에 따르면 SNS를 이용하는 19~59세 남녀 

1,000명 중 73.9%가 인플루언서 계정을 팔로잉하거

나 구독한다고 하였다. 최근에는 인플루언서의 정보

를 탐색하고 인플루언서와 소통하는 단계를 지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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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influencer characteristics (attractiveness, reliability, expertise, and intima-

cy) and consumer need satisfaction (autonomy, relatedness, and competence) on attachment to influencer,

content flow, and purchase intention. The moderating effect of gender was also investigated. Survey data col-

lected from 515 male and female Instagram users were submitted for analysis. The research findings are as fol-

lows. First, the reliability and intimacy of influencers had a positive effect on attachment to influencers whe- 

reas attractiveness and intimacy had positive effects on content flow. Second, the relatedness and competence 

that consumers felt during the use of influencer content had a positive effect on attachment to influencers whe- 

reas the autonomy had a positive effect on content flow. Third, the attachment to influencers increased the in-

tention to purchase products introduced by influencers via content flow. Fourth, there were some gender diffe-

rences in the relationships of attachment to influencer, content flow, and purchase intention. Implications were 

suggested based on th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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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루언서가 홍보하는 제품을 구매하는 팔로워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인플루언서이면서 동시에 판매자

라는 의미의 ‘인플루언셀러(influenseller)’라는 신조어

까지 등장하였다(Hwang, 2020). 이처럼 시장에서의 

인플루언서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다수의 패션기업들

도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학

계에서도 관련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인플루언서 및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연구들

이었다. 소비자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플

루언서 특성 요인과 소비자 특성 요인을 들 수 있다. 

인플루언서 특성 요인과 관련하여 인플루언서의 유형

에 관한 연구(Choi & Cheong, 2017; Oh & Sung, 2018)

와 인플루언서의 특성이나 콘텐츠 특성에 관한 연구

(Kang, 2018; Kim & Choo, 2019) 등이 있었다. 인플루

언서에 대한 소비자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인플루언서 측면에 집중하여 이루어졌

고 소비자 측면에 집중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했

다. 소비자 특성 요인 중 소비자 욕구충족성(자율성, 

관계성, 유능성)은 인간의 기본 성향이자 욕구로서 

특정 사람에 대한 애착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원인변수 중 하나로 연구되었다(Ahn & Lee, 2010; 

Thomson, 2006). 최근 팔로워들은 SNS 상에서 인플

루언서와 상호작용하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상호소통

하면서 인플루언서에게 애착(attachment)의 감정이나 

팬쉽을 가지기도 하며(Ahn, 2019; Kim & Choo, 2019) 

인플루언서가 생산하는 콘텐츠에 대한 높은 몰입(flow) 

수준을 보인다. 이러한 인플루언서 콘텐츠에 대한 애

착과 몰입 수준은 이들이 소개하는 제품에 대한 구매

의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애착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감

정이지만 소비자는 브랜드와 정서적 유대관계를 통해 

브랜드에 애착을 가지기도 한다(Thomson et al., 2005). 

브랜드 애착은 브랜드 태도에 비해 소비자와 브랜드 

간의 장기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고 이는 브랜드 

몰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변인으로(Ahn et al., 2009), 

소비자 행동 연구에서 중요한 변인이다. 소비자는 인

플루언서와의 정서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인플루언

서에게 애착의 감정을 가질 수 있으며, 애착이라는 긍

정적 감정은 인플루언서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한 

몰입이나 인플루언서가 소개하는 제품에 대한 평가

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예측된다. 그러나 인플

루언서에 대한 애착과 관련된 연구는 부족하며, 애착

이나 몰입이 구매의도에까지 이어지는 종합적인 경

로를 분석한 연구도 미흡하다.

또한 인플루언서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여성

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거나,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그 차이를 제시하지 않았다. 최근 남성들의 SNS 이

용 및 남성 패션제품 시장이 커지고 있으며(Jeon, 2013), 

남성을 대상으로 한 패션스타일이나 소비성향 등에 

관한 연구들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Kim, 2020; Park 

& Kim, 2017; Suk & Lee, 2018). 그러나 SNS 이용이나 

인플루언서 콘텐츠 이용에 관한 남녀의 차이를 비교

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남성과 여성은 광고메시지

를 처리하거나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 차이를 보

인다는 결과가 선행연구(Gilligan, 1982; Laroche et al., 

2000)에서 나타난 바 있으므로, SNS에서 다양한 홍

보 활동에 참여하는 인플루언서에 대한 애착이나 몰

입, 구매의도에 있어서도 성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

며, 이를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

의 목적은 인플루언서의 특성(매력성, 진실성, 전문

성, 친밀성)과 소비자 욕구충족성(자율성, 관계성, 

유능성)이 인플루언서 애착과 콘텐츠 몰입에 미치는 

영항과 함께 애착이 몰입에 미치는 영향 및 구매의

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경로를 분석하는 

것이며, 자료수집 대상에 남녀를 모두 포함하여 변

인 간 영향관계에 있어 성별 상 차이점을 보이는지 연

구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인플루언서를 활용

한 패션마케팅 전략 개발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

할 것으로 기대된다.

II. 이론적배경

1. 인플루언서(influencer) 특성

인플루언서는 SNS 상에서 많은 팔로워를 보유하고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개인으로 정의된다(Honda, 

1970/2008). 소비시장에서 이들의 영향력이 커지면

서 국내 유통 기업들은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적극적

으로 도입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인플루언서들

의 자체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는 행사를 열었으며 

롯데백화점은 인플루언서 편집매장을 오픈하기도 

했다(Ahn, 2018). 이러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효과

를 거두는 이유로 인플루언서의 특징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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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로워들은 SNS 상에서 오랜 시간동안 자신의 관심

사를 다루는 콘텐츠를 접하면서 인플루언서에게 친밀

감을 느끼게 되고, 친밀한 인플루언서가 특정 제품을 

홍보할 때 지인이나 가족을 통한 입소문 못지않은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Choi & Kang, 2017). SNS를 

통해 유명해진 패션 및 뷰티 인플루언서들은 브랜드

의 대표모델로 활약하기도 하고(예, ‘Ipsy’, ‘Em’의 모델 

‘Michelle Phan’, ‘메이블린 뉴욕’ 모델 ‘이사배’), 인

플루언서의 이름으로 브랜드(예, Chiara Ferragni Col-

lection)를 론칭하기도 하며, 브랜드와 협업을 통하여 

인플루언서가 직접 디자인한 제품모델(예, Aimee Song × 

젠틀몬스터 선글라스 모델 출시, 포니 × 현대홈쇼핑 

화장품)을 출시하기도 한다(Choi & Kang, 2017).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관련 연구들도 

많이 이루어졌는데, 선행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제

시되는 인플루언서 특성은 매력성, 신뢰성, 전문성, 

친밀성 등으로 이는 광고모델의 주요 특성과 유사하

다. 매력성은 타인으로부터 호감을 유발하는 외모에 

대한 매력을 말하며(Morrow et al., 1990),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정보원의 매력성은 메시지 전달 시 설득

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Park, 2019). 사람

들은 매력적인 정보원이나 모델에 대해 호감을 가지

며 이는 광고나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유발

할 수 있다. Shin(2018)의 연구에서도 인플루언서의 

특성 중 매력성이 콘텐츠 태도에 가장 크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정보원의 신뢰성은 정보제공자가 어떤 지식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편견 없는 정보를 제공

하는가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수준이다(Han, 2019). 

최근 기업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과장된 마케팅으로 

인한 허위정보들이 늘어났고 이는 소비자들의 불신

을 증가시켰다(Han, 2019). Son(2018)은 더욱 스마트

해진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는 많은 정보에 능동적으

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포장을 해도 그 안

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요소가 없으면 성공적인 마케

팅 성과를 얻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인플루

언서는 소비자를 대변하고 소비자와 진정성 있게 소

통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라 하였다. 소비자는 인플

루언서 같은 정보원을 신뢰하게 되면 그 정보원의 

입장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 내면화하고, 그가 

제공하는 정보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Yoo, 2018). 선행연구를 통해 신뢰성은 정보원의 메

시지를 수용하고 긍정적 태도를 가지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정보원의 전문성은 정보원이 정확하고 올바른 메

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지식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

는가에 대한 지각 수준이다(McCracken, 1989). 선행

연구에서 정보원의 전문성이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연구결과들은 일관되지 않았다. Ohanian(1991)은 유

명인 광고모델의 전문성이 구매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Yang(2019)도 인플루언서의 전문

성이 광고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그

러나 Ji(2019)의 연구에서는 인플루언서의 전문성이 

패션정보 수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타

났는데, 이에 대해 연구자는 인플루언서가 그 업종

에서 전문적인 사람으로 느껴지면 그가 제공하는 정

보가 오히려 상업적인 광고라 판단하여 부정적 태도

를 보일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전문성에 관한 연구

들은 추가적 고찰이 필요하다.

친밀성은 소비자들과의 상호관계 구축을 바탕으로 

느껴지는 친근감을 의미하는데  일부 연구에서 인플

루언서의 특성 중 하나로 언급되었다(Oh & Sung, 2018). 

대중은 여러 미디어를 통해 만나는 인물들에게 친

밀감을 가지게 되고, 그들과 실제 인간관계를 맺고

자 하는 욕구를 발전시킨다. 인플루언서는 다른 유명 

연예인 광고모델과 달리 소비자와 직접 소통한다는 

특징이 있고, 팔로워에게 선망의 대상이기보다는 일반

인들과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높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Choi & Cheong, 2017). 소비자는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타인의 행동을 모방하는 모방소비 행동

을 보이는데 이는 친밀감이 높은 집단에서 더 강하다

(Beom, 2013). SNS에서 팔로워들은 본인과 유사하

거나 닮고 싶은 인플루언서와 소통하며 공감대를 형

성하고 이를 통해 친밀감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친

밀감을 바탕으로 인플루언서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그 인플루언서가 사용하는 제품이나 패션스

타일 등을 따라서 구매하는 행동을 보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패션 및 뷰티 인플루언서의 매력성, 신뢰

성, 전문성, 친밀성이 인플루언서에 대한 애착과 콘

텐츠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소비자 욕구충족성

소비자 욕구충족성 이론은 자기결정이론(self-d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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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ation theory)의 하위개념으로 볼 수 있다. Deci and 

Ryan(1980)에 의해 제시된 자기결정이론에서는 일

반적인 행동의 동기를 외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로 

구분한다. 외재적 동기는 행동을 유발하는 근원을 

외부의 자극으로 보고, 내재적 동기는 행동의 근원

이 개인 내부에 있다고 본다. 이러한 자기결정성은 

보상이나 외부 압력 등에 의해 강요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이나 

환경과 상호작용을 해내는 융통성이라 정의되기도 

한다. 내재적 동기는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얻는 만족

감이나 즐거움 같은 개인적인 요인들에서 유발되는 

동기이며, 외재적 동기는 보상이나 벌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생긴다(Rho, 2013). 욕구충족성 이론(Deci 

& Ryan, 1980)에 따르면 인간은 자율성(autonomy), 관

계성(relatedness), 유능성(competence)의 세 가지 기본 

심리욕구가 충족되어야 한다.

자율성은 행동의 원인이나 주체가 자신이라 여기

고 스스로의 통제 하에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자율성 욕구는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자유를 원하는 기본적인 욕구이다(Deci & Ryan, 1980). 

자율성은 자신의 행동이 외적인 요인이 아닌 내적인 

동기에서 발생했다고 지각하는 것인데, 이는 자신감 및 

적극성을 갖게 한다. 자율성은 외부의 자극에 의존

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독립성’과 유사한 개념이

지만, ‘의존성’과 정반대의 개념은 아니다. 즉 외부의 

자극이나 타인으로부터 어떤 행동을 강요받더라도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다(Deci & Ryan, 

1980). 본 연구에서 자율성은 소비자가 인플루언서의 

콘텐츠 이용 시 마케터에 의한 외부 자극이나 보상, 

강요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행동

하는 것을 말한다.

관계성은 다른 사람과의 친밀한 정서적 결속력에 관

한 것으로 타인에게 관심이 있고 자신이 어딘가에 소

속되어 있다고 느끼고 싶은 욕구이다(Deci & Ryan, 

2000). 사람들은 미디어에서 접한 인물과 대면적 관

계를 맺고 있다고 지각하는 준사회적 상호작용을 통

해 대리 경험적 인간관계를 형성한다. 이는 현대사

회 속 결핍된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를 

통해 현대인들은 심리적 안정을 얻기도 한다(Ahn & 

Lee, 2010). 본 연구에서 관계성은 상호작용이 활발

한 특징을 가진 인플루언서와 온라인 공간에서 맺는 

관계에 대한 것이다.

유능성은 인간의 타고난 욕망으로 자신의 능력, 

효능감, 성취감 등에 관한 것인데,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능력과 기술을 보여주

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그 능력을 사용할 기회가 생길 

때 얻는 성취감을 통해 충족된다(Deci & Ryan, 2000). 

유능성은 자율성과 마찬가지로 개인에게 자신감과 

적극성을 갖게 한다(Deci & Ryan, 2000). 그리고 어떠한 

대상이 소비자가 추구하는 자율성, 관계성, 유능성 욕구

를 충족하는데 효과적인 도구가 된다면, 소비자는 그 대

상에 대해 강한 애착을 느낄 수 있다(Ahn & Lee, 2010). 

본 연구에서 유능성은 SNS 공간에서 인플루언서와

의 상호작용 활동을 통해 자신이 유능하다고 느끼

고 싶은 욕구라고 정한다.

3. 인플루언서에 대한 애착

애착은 애착이론(Bowlby, 1969)에 기반하는데, 대

상에 대한 애착의 정도는 대상과의 상호작용에 기인

하며, 강한 애착을 가지게 되면 대상에 대해 더 몰입

하고 투자하고 희생하게 된다. Thomson et al.(2005)

에 따르면 애착은 주로 사람 간의 관계에서 형성되

지만 소유물로부터 정서적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에

도 나타나며, 브랜드 애착은 브랜드와의 장기적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정서적 유대관계에 의해 형성된

다. Ahn et al.(2009)은 브랜드 애착을 브랜드 태도와 

비교하여 설명하였는데, 브랜드 태도는 직접적인 경

험 없이도 인지적 평가에 의해 형성될 수 있지만, 브

랜드 애착은 그 브랜드와의 장기적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다고 하였다. 소비자-브랜드 관계형성이 브

랜드 가치 증진의 핵심 요인으로 부각되면서 기업은 

브랜드에 관심과 애정을 쏟을 수 있는 소비자 집단

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마케팅 방법이라

는 것을 알게 되었다(Ahn & Lee, 2010).

한편 소비자와 휴먼브랜드(human brand) 간 관계

를 알아보는 연구들이 시도되었다. 휴먼브랜드는 명성, 

이미지, 대중적 인기 등을 바탕으로 영향력을 발휘

하는 유명인을 말하며, 브랜드 영역을 인간에게로 

확장하여 보는 개념이다(Kim & Lee, 2019). Thomson

(2006)과 Ahn and Lee(2010)는 유명인이나 스타 같은 

휴먼브랜드에 대한 애착의 원인변수로 욕구충족성

을 사용하여 이들 변수 간에 영향관계가 있음을 밝

혔다. 인플루언서들도 휴먼브랜드의 하나로 여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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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팔로워들은 SNS 상에서 인플루언서와 상호작

용하며 친밀성을 느끼고 이것이 강화되면 인플루언

서에게 애착의 감정을 가지거나 팬쉽을 형성하기도 

한다(Kim & Choo, 2019). 애착의 감정을 가진 팔로워

들은 인플루언서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려 하며 그 

인플루언서가 사용하거나 소개하는 제품에 대해서

도 긍정적으로 반응한다.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고 다

양한 선택 가능성으로 인해 고객충성도가 낮아지는 

시점에서 장기적인 고객관계 강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플루언서에 대한 애착은 태도를 넘어 

매우 중요한 변인이다.

휴먼브랜드의 특성이 애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Ahn and Lee(2010)는 스타의 특

성 중 진실성 및 호감성이 스타브랜드 애착에 유의

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An and Lee(2014)는 

휴먼브랜드의 매력성, 신뢰성, 친밀성이 휴먼브랜드

에 대한 애착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Ahn(2019)

의 연구에서는 휴먼브랜드인 인플루언서의 친밀성이 

인플루언서에 대한 애착에 영향을 미치나 전문성, 신

뢰성, 매력성은 애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처럼 휴먼브랜드의 특성들이 애착에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이 입증되었지만 패션 및 뷰티 인플루언서에 

적용한 연구는 미흡하고 결과의 일관성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소비자 욕구충족성 변인은 일부 연구들에서 애착

에 대한 원인변수로 사용되어져왔다. Thomson(2006)

은 욕구충족성이 휴먼브랜드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면서 마케팅 연구자들이 소비자 행동을 설명

하는데 있어 소비자의 내적이고 자율적인 동기에 대

해서 간과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Thomson(2006)

과 Ahn and Lee(2010)의 연구에서는 유능성을 제외

한 자율성, 관계성의 욕구충족성이 휴먼브랜드에 대

한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Kim and 

Kim(2011)의 연구에서는 자율성, 관계성, 유능성의 

욕구충족성 모두 휴먼브랜드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and Kim(2011)은 유능성이 애

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의 배경으로, 본인

의 연구는 일반 유명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스포

츠 스타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스포츠 스타는 경기라는 특수한 상황을 통해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이는 일반인들의 내재된 유능감 욕

구를 더 충족시키고, 대리만족을 할 수 있다고 하였

다. 유능성 욕구충족은 보는 사람에게 발전하고 수

양하려는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이를 충족시켜주는 

대상에게 애착의 감정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다. 이

상에 근거하여 다음 가설을 도출하였다.

H 1.1. 인플루언서 특성(매력성, 진실성, 전문성, 

친밀성)은 소비자가 지각하는 인플루언서

에 대한 애착 수준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

이다.

H 1.2. 소비자 욕구충족성(자율성, 관계성, 유능

성)은 소비자가 지각하는 인플루언서에 대

한 애착 수준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콘텐츠 몰입

몰입은 플로우(flow)라고도 하며 하나의 활동에 

완전히 몰두한 상태로 일종의 무아지경에 이른 심리

상태를 말한다(Csikszentmihalyi, 1975). 인터넷 환경

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온라인에서 사용자 몰입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Hoffman and Novak

(1996)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플로우 상태에 도달했

을 때 인터넷 항해과정을 흥미롭고 즐거운 것으로 

지각하고, 그 활동에 몰입하여 지속적으로 인터넷 

공간에 머물러 있게 된다. 인터넷 공간에 머무는 시

간이 길수록 더 많은 브랜드나 제품, 광고 등에 노출

될 수 있다. 소비자들이 경험하는 플로우는 이렇게 

노출된 브랜드나 제품에 대한 지각된 품질이나 위

험, 관여도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궁극적으로 구

매의도를 자극하게 된다(Park et al., 2003).

온라인 커뮤니티나 브랜드가 가진 특성이 사용자

의 몰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선행연구

들을 보면, Ko and Kwon(2006)은 패션 온라인 커뮤

니티 특성 중 상호작용성, 흥미제공성, 정보제공성이 

커뮤니티 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Kwak et al.(2013)은 기업이 제공하는 SNS 서비스 특

성이 두 가지 차원의 관계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조사하였는데, 상호작용성이 정서적 몰입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치고, 정보제공성은 계산적 몰입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몰입에 관한 선

행연구들을 보면 개인의 능력, 도전, 즐거움 등 내면

의 만족이나 정신적 보상 및 욕구충족 등과 관련이 

있다. Kwon et al.(2011)은 내재적 동기에 영향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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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욕구충족성이 만족과 스

마트폰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스마트

폰 이용자들은 내면의 만족이나 욕구충족을 위해 스

마트폰에 몰입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일

부 연구를 통해 욕구충족성이 스마트폰이나 커뮤니

티 몰입 등 온라인 환경에서의 몰입에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이 밝혀졌으나 SNS 인플루언서와 관련된 연

구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

을 수립하였다.

H 2.1. 인플루언서 특성(매력성, 진실성, 전문성, 

친밀성)은 소비자가 지각하는 인플루언서 

콘텐츠에 대한 몰입 수준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2.2. 소비자 욕구충족성(자율성, 관계성, 유능

성)은 소비자가 지각하는 인플루언서 콘텐

츠 몰입 수준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브랜드에 대한 ‘태도’는 ‘몰입’으로 이어지기 

어렵지만 브랜드에 대한 ‘애착’은 ‘몰입’으로 이어질 

수 있음이 일부 연구에서 나타났다 (Ahn et al., 2009; 

Kim, 2010). Kim(2010)의 연구에서 온라인 브랜드 커

뮤니티의 이성적 체험이 브랜드 태도에 영향을 미치

고 정서적 · 관계적 체험이 브랜드 애착에 영향을 미쳤

다. 또한 브랜드 태도는 브랜드 몰입에 영향을 미치

지 못한 반면 브랜드 애착은 브랜드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적 · 관계적 체험

이 이성적 체험에 비해 브랜드 애착을 거쳐 브랜드 

몰입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소비자와

의 정서적 유대감으로 인해 형성된 애착이 몰입으로 

이어지는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

설을 수립하였다.

H 3.1. 소비자가 지각하는 인플루언서에 대한 애

착 수준은 그 인플루언서가 제공하는 콘텐

츠에 대한 몰입 수준에 정적(+) 영향을 미

칠 것이다.

5. 구매의도

구매의도는 소비자의 예상된 또는 계획된 미래행

동으로 신념의 태도가 행위로 옮겨질 가능성이다

(Engel et al., 1986). 구매의도는 소비자 행동 분야의 

연구에서 중요한 변수로 다루어지며 실제 행동을 예

측하는 주요 변수이다. 브랜드에 대한 애착과 몰입

은 궁극적으로 그 브랜드의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를 

가지게 한다. Ahn(2019)은 휴먼브랜드에 대한 애착

이 휴먼브랜드의 제품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을 밝혔으며, 인터넷 환경에서의 몰입은 인

터넷 소비자의 지각된 품질이나 위험, 관여도에 영

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구매의도를 자극할 수 있다

(Park et al., 2003).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가설을 

도출하였다.

H 3.2. 소비자가 지각하는 인플루언서에 대한 애

착 수준은 인플루언서가 소개하는 제품의 

구매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3.3. 소비자가 지각하는 인플루언서 콘텐츠 몰

입 수준은 인플루언서가 소개하는 제품의 

구매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6. 성별의 조절효과

소비자의 쇼핑행동에 있어 성별 차이는 자주 논의

되어 온 주제이며, 성별은 시장세분화의 주요 기준

이다. 최근 남성의 SNS 이용률이 증가하고 남성 패

션제품 시장이 확대되면서 일부 선행연구들에서 남

성의 SNS 이용 특성을 알아보았다. Jeon(2013)은 남

성 화장품 시장에서 SNS 정보특성 중 다수가 동의하

는 동의성과 정보의 생생함이 제품에 대한 호의도와 

구전의도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Kim(2012)은 SNS

의 이용동기에서 남녀 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는

데, SNS 이용동기 중 정보획득동기, 의견정보제시 

동기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반면 소통관계유지 

동기요인에서 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들 연구를 종합하여 보면 SNS에서 남성은 여성에 비

해 다른 이와의 소통, 관계, 타인의 의견 등을 더 중요

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

통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타인과의 관계 조화, 

애정, 친밀감을 더 중요시하고 이것이 쇼핑행동에도 

나타난다고 알려진 내용(Meyers-Levy & Maheswa-

ran, 1991)과 사뭇 다른 것이다.

쇼핑행동에서 남녀의 차이를 비교한 또 다른 연구

를 보면, Hwang and Lee(2019)는 온라인 쇼핑 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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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휴먼 브랜드 콘텐츠에 대한 남녀 간 시각주의도

를 탐색하였는데, 여성이 남성에 비해 휴먼 브랜드 

시각적인 이미지에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였다. 한편 

An and Kim(2011)은 모바일 쇼핑 환경에서 남녀의 쇼

핑의도를 비교하였는데 여성은 안전성과 의견교환 

등의 요소에 영향을 받았고, 남성은 쇼핑의 유용성

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은 모바일 

거래 환경에서 여성에 비해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더 긍정적인 태도와 높은 자신감을 가지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hashaani & Khalili, 2001). 

이처럼 온라인 쇼핑 환경과 SNS 상에서 남녀의 차이

가 다양하게 나타났으므로, SNS 상에서 활동하는 인

플루언서에 대한 반응에서도 남녀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플루언서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남녀 모두를 대상으

로 조사한 경우에도 성별에 따른 비교 연구결과는 

거의 제시되지 않았다. SNS 이용과 인플루언서에 대

한 반응에서 남성과 여성이 차이를 보인다면 남성 

패션시장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남성 시장에 대해 

이해를 돕고, 이를 바탕으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얻

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변인 간 영향관계

에서 성별의 조절효과가 있는지 알아봄으로서, 인플

루언서의 특성과 소비자 욕구충족성이 애착이나 몰

입, 그리고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성별 차

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H 4. 인플루언서 특성, 소비자 욕구충족성, 인플

루언서 애착, 콘텐츠 몰입, 구매의도의 영향 

관계에 대하여 성별의 조절효과가 있는지 알

아본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인스타그램에서 패션 · 뷰티 인플루언

서의 특성(매력성, 신뢰성, 전문성, 친밀성)과 소비자 

욕구충족성(자율성, 관계성, 유능성)이 인플루언서

에 대한 애착과 콘텐츠의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고, 애착, 몰입, 구매의도 간 영향관계를 검증하고

자 한다. 또한 이들 영향관계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

이를 검증한다.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Fig. 1).

2. 연구구성 및 절차

본 연구를 위해 설문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

였다. 선행연구와 사전조사에서 SNS를 활발히 이용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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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인플루언서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20대 

남녀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편의표집하였다. 2020년 

4월 20~26일까지 일주일간 온라인 리서치 회사에 의

뢰하여 패널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인

스타그램의 인플루언서 계정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20대 남녀 총 538명이 설문에 참가하였다. 피험자들

은 설문조사 참여 이메일을 받고 설문에 응답하였다. 

설문응답을 완료한 패널들은 리서치 회사에서 제공

하는 캐시 및 포인트를 받았다. 피험자들은 본인이 

가장 좋아하거나 자주 보는 한 명의 인플루언서를 

정하고 스마트폰으로 그 인플루언서의 계정을 2~3분 

간 관찰한 후 각 문항에 답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요

하게 다루는 ‘애착’이라는 변인은 높은 상 작용과 유

대감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연예인 인플루언서에 

비해 더 높은 상호작용성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일

반인 인플루언서’(Choi & Cheong, 2017)로 그 대상을 

한정했다. 특정 인플루언서를 선정하여 자극물을 동

일하게 제시하지 않고 본인이 자주 방문하는 인플루

언서를 정하여 응답하도록 한 것은 주요 변인 중 하

나인 인플루언서에 대한 애착문항이 실제 인플루언

서와의 상호관계를 통해서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이는 애착변수를 사용한 선행연구 방법을 따른 것

이다(Kim & Choo, 2019; Thomson, 2006).

3. 변수의 측정 및 분석

설문지는 인플루언서 특성, 소비자 욕구충족성, 인

플루언서에 대한 애착, 콘텐츠 몰입, 구매의도를 묻

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인플루언서의 특성 중 ‘매력

성’은 Ahn and Lee(2010)의 문항을, ‘신뢰성’은 Oha-

nian(1991)의 문항을, ‘전문성’은 Ohanian(1991)의 문

항을 그리고 ‘친밀성’은 An and Lee(2014)의 문항을 

수정 · 보완하여 각 3문항씩 제시하였다. 욕구충족성 

중 ‘자율성’과 ‘유능성’은 Thomson(2006)의 문항을, 

‘관계성’은 Kwon et al.(2011)의 문항을 수정 · 보완하

여 각 3문항씩 제시하였다. ‘애착’은 Thomson(2006)

과 Ahn and Lee(2010)의 문항을, ‘콘텐츠 몰입’은 Ryu

(2011)의 문항을 수정 · 보완하여 각 4문항씩, ‘구매

의도’는 Park(2019)의 문항을 수정 · 보완하여 3문항 

제시하고 모두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AM

OS 18.0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및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참가한 피험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와 빈도분석을 실시

하였다. 먼저 성별은 남자 211명(41.0%), 여자 304명

(59.0%)이며, 연령대는 20~24세 204명(39.6%), 25~

29세 311명(60.4%)이었다. 응답자들의 인스타그램 사

용시간은 주 6회 이상(n=361, 70.1%), 일 평균 1~3시

간(n=437, 84.9%)이 가장 많아 평균 주 6회 이상 하루 

1~3시간 정도 인스타그램을 보는 것으로 보인다. 인

플루언서가 소개하는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경

우(n=314, 61.0%)가 없는 경우보다 더 많았고, 구매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 중 구매경로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연결된 구매사이트 링크를 통해 구매(n=207, 

65.9%)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인스타그램 사용

시간이나 구매경험, 구매경로 등에서 남녀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가장 많이 구매한 품목에

서 남성은 화장품(n=54, 43.9%)을, 여성은 의류(n=84, 

44.0%)를 가장 많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들이 가장 좋아하거나 가장 자주 본다고 기입한 인플

루언서의 기본 특징을 정리하면, 먼저 팔로워 500~

1만 명의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를 선택한 사람은 123명

(23.9%)이고 주로 쇼핑몰을 운영하는 일반인이 많았

으며, 팔로워 1만~100만 명의 매크로 인플루언서를 

선택한 사람은 305명(59.2%)으로 가장 많았고 주로 

쇼핑몰 운영자이거나 방송인이나 유튜버 등이었다. 

팔로워 100만 명 이상의 메가 인플루언서를 선택한 사

람은 87명(16.9%)으로 유명 방송인이나 유튜버들이 

대다수였다. 인플루언서의 활동 분야는 패션이 227명

(44.1%)으로 가장 많았고, 뷰티 162명(31.5%), 패션 및 

뷰티 토탈이 126명(24.5%)이었다.

2. 측정변수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 및 그룹 간 

측정동일성 검정

실증분석에 앞서 각 구성항목의 타당성을 검증하

고자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측정변수들의 요인적재량, AVE(평균분

산추출), CR(개념신뢰도), 통계적인 유의성(C.R.: cri-

tical ratio, p-value) 및 적합도 지수(fit index)를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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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분석결과 몰입 4문항 중 요인적재량이 기준치 

이하인 1개의 문항이 삭제되었다. 측정모형의 주요 

적합도에서 χ2값은 679.33(df=385, p=.000), Q값(CMIN/

df )은 1.76으로 기준값 3.00 이하이고, CFI는 .98, GFI

는 .92, AGFI는 .90이며, RMR은 .05, RMSEA는 .04로 

모두 기준치에 부합하였다(Han & Lee, 2018).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및 측정변수들의 신뢰도 계수(Cron-

bach's alpha)를 제시하였다(Table 1). 다음으로 측정모

형의 구성개념타당성을 검증하였다. AVE값이 .50 이

상이면 집중타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각 변

Factor Item
Standardized

factor loading
C.R.

Cronbach's

alpha

Influencer's 

characteristic

Attractiveness

This influencer is attractive. .84 -

.88This influencer is chic. .86 22.41***

This influencer is likeable. .82 21.31***

Expertise

This influencer seems to be an expert on fashion and 

beauty.
.84 -

.87
This influencer has a lot of knowledge in fashion and 

beauty.
.84 21.31***

This influencer is excellent at presenting fashion and 

beauty contents.
.81 20.29***

Reliability

This content of the posting provided by this influen-

cer is reliable.
.81 -

.89
This influencer communicates honestly. .90 23.92***

This influencer tells the truth through posting. .87 23.05***

Intimacy

This influencer is friendly. .85 -

.89This influencer makes me comfortable. .88 25.40***

This influencer is intimate. .90 25.94***

Consumer need 

satisfaction

Autonomy

When I look at the posts of this influencer, I feel free. .88 -

.85

When I look at this influencer's posting, I feel that l 

am not controlled by others.
.81 19.52***

When I look at this influencer, I feel I can decide eve-

rything by myself.
.81 18.11***

Relatedness

Looking at the post of this influencer, I think I can find 

topics for conversation with others.
.83 -

.91
Looking at the post of this influencer, I think I can be 

empathized and get friendly with others.
.91 25.53***

Looking at the post of this influencer, I feel that I can 

maintain a good relationship with new people.
.88 24.47***

Competence

Looking at this influencer, I feel capable and efficient. .90 -

.92
Looking at this influencer, I think I can overcome a 

difficult challenge.
.90 29.15***

Looking at this influencer, I feel very competent. .85 26.68***

Attachment to influencer

I always want to see this influencer posting. .86 -

.90

I would miss it if I did not see this influencer posting. .86 23.45***

I would be disappointed if l could not see the influen-

cer's posting anymore.
.79 21.60***

l have a feeling of attachment to this influencer. .91 20.98***

***p<.001

Table 1.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or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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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AVE값이 두 변수 간 상관계수 제곱값보다 크면 

판별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분석결과 모든 문항의 집

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이 입증되었다(Table 2).

성별에 따른 그룹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두 그

룹 간 측정동일성을 검증한 결과 남성집단과 여성집

단의 측정항목 적재량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나(χ2=23.91, df=21, p>.05) 측정동일성이 확인되었다

(Table 3).

3.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가설 검증을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결과, 모형

의 χ2값은 795.69(df=396, p=.000), Q값(CMIN/df )은 

2.00으로 기준값 3.00 이하이며, CFI는 .97, GFI는 .91

로 높게 나타났으며, RMR은 .07, RMSEA는 .04로 적

합도 지수들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인플루언서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인플루언

서의 신뢰성(C.R.=3.75, p<.001)과 친밀성(C.R.=3.10, 

p<.01)이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나 매력성과 

전문성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휴먼브랜드를 대상

으로 한 선행연구(Ahn, 2019; An & Lee, 2014)와 비교

할 때 애착형성에 있어 친밀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

며 이는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Ji(2019)

와 Yoo(2018)의 연구에서 신뢰성이 패션정보 수용이

Factor Item
Standardized

factor loading
C.R.

Cronbach's

alpha

Content flow

I have fun when using the contents of this influencer. .81 -

.85
When I use the contents of this influencer, I immerse 

myself in content.
.77 17.39***

I feel good when using this influencer's content. .85 21,49***

Purchase intention

I would like to purchase the product introduced by 

this influencer.
.87 -

.92
I'm willing to purchase the product introduced by this 

influencer. 
.89 26.79***

I have an intention to purchase the product introdu-

ced by this influencer.
.91 27.69***

***p<.001

Table 1. Continued

　

Att Exp Rel Int Aut Relat Com Attach Flow P.I CR

Att 0.62a
　 　 　 　 　 　 　 　 　 .83

Exp 0.39b .53 　 　 　 　 　 　 　 　 .77

Rel .41 .44 .63 　 　 　 　 　 　 　 .84

Int .39 .26 .41 .65 　 　 　 　 　 　 .85

Aut .23 .21 .25 .27 .57 　 　 　 　 　 .80

Relat .21 .22 .17 .29 .41 .67 　 　 　 　 .86

Com .10 .13 .12 .25 .40 .45 .64 　 　 　 .84

Attach .22 .16 .27 .32 .24 .27 .23 .59 　 　 .85

Flow .42 .25 .37 .42 .35 .30 .24 .53 .56 　 .79

P.I .26 .23 .35 .30 .21 .19 .18 .42 .46 .71 .88

Att=attractiveness, Exp=expertise, Rel=reliability, Int=intimacy, Relat=relatedness, Com=competence, Attach=attachment, P.I=pur-

chase intention, CR=construct reliability

a: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for constructs are presented on the diagonal line.

b: Numbers below the diagonal line are squared correlation estimates of two variables.

Table 2. Discriminant val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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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품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으

나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를 통해 신뢰성이 애착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신뢰성, 매력성, 전

문성의 결과는 연구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며 스

타나 직업적 전문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 인플루언서’

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결과에서 매력성과 전문

성이 대상에 대한 애착을 형성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소비자 욕구충족성 중 관계성(C.R.=2.54, p< 

.05)과 유능성(C.R.=2.90, p<.01)이 유의한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율성은 영향을 미

치지 않았다. 휴먼브랜드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Ahn & Lee, 2010; Thomson, 2006)와 비교할 때 관계

성은 일관되게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휴먼브랜

드 유능성이 애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Kim and 

Kim(2011)의 연구결과와 일관되고, 자율성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선행연구결과와는 다른 것이었다. 

앞서 비교한 선행연구는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므로, 본 연구결과는 인스타그램 속 인플루

언서의 정보 이용 방식에 있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되는 측면이 반영된 것일 수 있다. 

이로서 가설 1.1과 1.2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콘텐츠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인플루언서의 

매력성(C.R.=4.46, p<.001)과 친밀성(C.R.=2.26, p<.05)

이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전문성과 신뢰성

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매력성은 애착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콘텐츠 몰입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플루언서의 특성 중 

매력성이 콘텐츠 태도에 가장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친

다는 Shin(2018)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또한 

소비자 욕구충족성 중 자율성(C.R.=2.57, p<.05)이 유

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나 관계성, 유능성은 영

향을 미치지 않았다. 콘텐츠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교 가능한 선행연구 결과

가 없으나 본 결과는 인플루언서에 대한 애착과 콘텐

츠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인플루언서의 친밀

성이라는 요소 외에는 각각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변인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다면

적 요소의 관리가 필요하다. 이로서 가설 2.1과 2.2도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다음으로 애착이 몰입에(C.R.=8.34, p<.001), 몰입

이 구매의도에(C.R.=7.35, p<.001), 그리고 애착이 구

매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였다(C.R.=5.14, p<.001). 이는 정서적, 관계적 체험으

로 형성된 브랜드 애착이 브랜드 몰입에 영향을 미친

다는 Kim(2010)의 연구결과와 휴먼브랜드 애착이 확

장된 제품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Ahn(2019)의 

연구결과 및 유튜브 콘텐츠 몰입이 구매의도에 영향

을 미친다는 Byun(2019)의 연구결과들을 지지한다. 

따라서 가설 3.1, 3.2, 3.3은 모두 지지되었다(Fig. 2).

4. 콘텐츠 몰입의 매개효과 검증

콘텐츠 몰입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직간접

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인플루언서에 대한 애착, 

콘텐츠 몰입, 구매의도의 변수들 간 경로관계를 검증

하는 구조방정식 결과를 바탕으로 매개변인의 매개

효과를 산출한 결과, 매개변인의 간접효과가 나타났

다(Table 4). 직접효과인 인플루언서 애착이 구매의도

에 미치는 영향(.32, p<.01), 애착이 콘텐츠 몰입에 미

치는 영향(.41, p<.01), 몰입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

향(.47, p<.01)이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

이 몰입을 거쳐 구매의도에 이르는 간접효과(.19, p< 

.01) 역시 나타났으며, 애착이 구매의도에 영향 미치

는 직접효과(.32, p<.01)보다 총 효과의 경로계수가 증

가하였으므로(.51, p<.01) 인플루언서 애착이 구매의

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콘텐츠 몰입의 부분매개효과

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플루언서에 대한 

애착이 형성되어도 콘텐츠에 몰입하였을 때 구매의

도가 더욱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

　Model χ2 df p-value CFI IFI TLI RMR RMSEA

Unconstrained 1251.25 770　 .00　 .96 .96 .95 .06 0.3

Constrained 1275.16 791 .00 .96 .96 .95 .07 0.3

Comparison test 0023.91 21 .30 　 　

Table 3. Fit statistics for the multi-group C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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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인플루언서에 대한 애착과 콘텐츠 몰입, 구매의도 

간 종합적인 경로를 입증하였다.

5. 성별의 조절효과 검증

본 연구의 변인 간 영향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

를 분석한 결과, χ2값은 1381.29(df=792, p=.000), Q값

(CMIN/df )은 1.74로 기준값 3.00 이하이고, CFI는 .95, 

GFI는 .86, AGFI는 .82,. RMR은 .08, RMSEA는 .04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두 집단 간 경로계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χ2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인플루언서의 매력성이 콘텐츠 몰입에 미치는 영향

(Δχ2(1)=5.65, p<.05), 애착이 몰입에 미치는 영향(Δχ2

(1)=4.49, p<.05), 애착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Δχ2

(1)=6.74, p<.01), 몰입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Δχ2

(1)=4.90, p<.05)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나, 가설 4는 부

분적으로 지지되었다(Table 5). 즉 여성의 경우에는 매

력성이 콘텐츠 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남성에 비해 더 

크다. 이는 인플루언서가 매력적으로 여겨질수록 여

성들은 그 콘텐츠에 몰입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크

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남성의 경우 애

착이 콘텐츠 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애착이 구매의도

에 미치는 영향이 여성에 비해 큰 반면 콘텐츠 몰입

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여성이 더 높은 것으로 

Type Path Effect

Direct effect

A Attachment to influencer → Purchase intention .32**

B Attachment to influencer → Content flow .41**

C Content flow → Purchase intention .47**

Indirect effect B × C Attachment → flow → Purchase intention .19**

Total effect A + B × C Attachment → Purchase intention .51**

 **p<.01

Table 4. Mediation effect of content flow

Fig. 2. Results of research model test.



한국의류학회지 Vol. 45 No. 1, 2021

– 68 –

나타났다. 이는 남성은 인플루언서에 대한 애착이 

형성되면 그가 소개하는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가 쉽

게 생기는 반면 여성은 인플루언서에 대한 애착이 

형성되어도 콘텐츠에 몰입하여야 구매의도가 생긴

다는 것이다.

남성들은 여성에 비해 SNS의 정보특성 중 소통관

계유지 동기를 중요시한다는 선행연구(Kim, 2012)와 

본 연구결과를 미루어봤을 때 남성들은 인플루언서

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생기는 애착만으로도 구매의

도가 생길 수 있는 반면 여성은 인플루언서에 대한 애

착을 넘어 콘텐츠에 대한 몰입요소가 있어야 구매의

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V. 결   론

본 연구는 패션 ‧ 뷰티 인플루언서의 특성과 소비

자 욕구충족성이 인플루언서 애착, 콘텐츠 몰입, 구

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것으로 결과를 요약

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플루

언서 특성(매력성, 전문성, 신뢰성, 친밀성)이 인플루

언서에 대한 애착과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

아본 결과, 인플루언서의 특성 중 친밀성은 애착과 

몰입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팔로워들은 

인플루언서와 유대감을 통해 친밀하다고 느낄 때에

야 비로소 애착을 형성하며 동시에 그 인플루언서의 

콘텐츠에 깊이 몰입할 수 있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인

플루언서 콘텐츠를 이용하면서 자기와 유사하다고 

느끼거나 본인의 댓글에 누군가 반응하거나 공감하

는 것에서 인플루언서 혹은 다른 사용자들과 친밀감

을 느낄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친밀감은 인플루언서

에 대해 애착의 감정을 가지거나 콘텐츠에 몰입하는

데 도움을 주며 그 인플루언서가 노출시킨 브랜드나 

제품을 소비하는 모방소비경향을 보일 수 있다(Beom, 

2013). 따라서 인플루언서의 이미지가 주 고객층과 

닮아 친근감을 일으키는 이미지메이킹이나, 공감을 

일으킬만한 콘텐츠 내용으로 친밀감을 증진시키는 

Path

Male (n=211) Female (n=304)

Δχ2
Difference

by gender
Standardized

factor

loading

C.R.

Standardized

factor

loading

C.R.

Attractiveness →

Attachment

to influencer

.08  .7700 .08  .93000 Δχ2(1)=.00 -

Expertise → .03  .2700 ‒.11 ‒1.39000 Δχ2(1)=.78 -

Reliability → .18 1.7600 .29 3.25**0 Δχ2(1)=.24 -

Intimacy → .35 3.55** .11 1.27000 Δχ2(1)=2.61 -

Autonomy → ‒.17 ‒1.4300 .12 1.35000 Δχ2(1)=3.83 -

Relatedness → .07  .4800 .18 2.46*00 Δχ2(1)=.39 -

Competence → .30 2.02*0 .18 2.50*00 Δχ2(1)=.56 -

Attractiveness →

Content flow

.05  .5600 .34 4.66*** Δχ2(1)=5.65* Different

Expertise → .02  .1600 ‒.00 ‒.22000 Δχ2(1)=.06 -

Reliability → .13 1.3700 .04  .57000 Δχ2(1)=.61 -

Intimacy → .00  .0700 .18 2.57*00 Δχ2(1)=2.90 -

Autonomy → .23 2.12*0 .13 1.81000 Δχ2(1)=.39 -

Relatedness → .07  .5800 .06  .94000 Δχ2(1)=.14 -

Competence → ‒.13 ‒.9100 .03  .48000 Δχ2(1)=1.04 -

Attachment to influence → Content flow .58 6.54** .32 5.33*** Δχ2(1)=4.49* Different

Attachment to influencer → Purchase intention .55 5.34** .21 2.83**0 Δχ2(1)=6.74** Different

Content flow → Purchase intention .23 2.30*0 .57 7.06*** Δχ2(1)=4.90* Dif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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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 The comparison of path coefficient according to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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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인플루언서의 애착에 영향을 미친 신뢰성은 SNS 환

경에서 진실된 정보를 제공한다고 느끼는 소비자의 

인식이 애착에 영향을 끼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

다. 인플루언서를 신뢰하게 되면 인플루언서의 입장

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 내면화 과정을 겪고 그가 

제공하는 정보에 긍정적 태도를 가지는 경향이 있다

는 것이다(Yoo, 2018). 따라서 한 기업의 제품을 편향

적으로 소개한다거나, 제품의 장점을 과장하여 구매

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면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잃을 수 있다. 제품에 대한 장 ‧ 단점을 함께 설명하거

나, 여러 브랜드 제품을 비교하는 등의 솔직하고 진정

성 있는 모습이 필요할 것이다. 매력성은 콘텐츠 몰입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사람들이 매력적이라고 

여기는 기준은 세분집단별로 다를 수 있고 트렌드에 

따라 바뀌는 경향도 있다. 따라서 고객을 더욱 세분

화하여 세분시장이 선호하는 매력적인 이미지를 지

속적으로 연구하고 트렌드에 민감하게 대응하여 매

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콘텐츠 몰입도를 높이

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전문성은 인플루언서에 대한 애착과 콘텐츠 몰입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선행연구들에

서 정보원이나 광고모델의 전문성이 제품 구매의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바 있지만(Ohanian, 

1991; Yang, 2019), 최근 몇몇 연구들에서는 그렇지 못

한 결과들도 나타나고 있다. Kim(2018)의 연구에서 

인플루언서의 전문성은 관계유지 의도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제품 구매의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는데,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에서 제품 판매의 

목적이 지나치게 드러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플

루언서에 대해 소비자들이 부정적 입장을 나타낸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선행연

구들과 본 연구의 공통점은 인스타그램의 인플루언

서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결과를 종합해봤을 

때, 소비자들은 기존 매스미디어에서 접하는 광고모

델이나 정보원을 보는 시각과 SNS 환경에서 정보원

을 보는 시각이 서로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본다. 패션

‧ 뷰티 인플루언서들은 대다수가 일반 소비자들 중 패

션 ‧ 뷰티 분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쌓은 지식이나 기

술로 콘텐츠를 제시하는 사람들로 직업적인 전문성

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팔로워들은 인플루언서의 전문적인 능력보다 자신

과 유사한 일반 소비자로서 제시하는 솔직한 정보나 

사용후기 등에 의존하는 것이라 추론해볼 수 있다.

둘째, 소비자 욕구충족성 중 관계성과 유능성이 인

플루언서 애착에 영향을 미치고, 자율성은 콘텐츠 몰

입에 영향을 미쳤다. 팔로워들은 SNS 상에서 인플루

언서나 다른 팔로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작

용을 통해 유능성을 경험하며, 이를 통해 인플루언서

에 대한 애착을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SNS 

활동을 하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정보를 접하고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환경에서 자유

로운 감정을 느낄 수 있으며, 이 감정이 콘텐츠 몰입

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관계성 충족을 

위한 팔로워들 간의 소통 및 공동구매, 인플루언서

와의 상호작용을 활발히 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필

요하다. 또한 유능성 욕구충족을 위해 소비자의 노

력으로 이루어지는 성과추구나 도전의식을 유도하

는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구매후기나 댓글 작성 

능력에 따른 보상, 노력에 의한 희소성 제품 구매기회 

제공 등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자유롭게 원하는 정보를 

선택하여 볼 수 있고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콘텐츠 

환경을 조성하는 것 또한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셋째, 인플루언서 애착이 콘텐츠 몰입을 거쳐 구매

의도에 이르는 종합적인 경로가 확인되었고, 콘텐츠 

몰입의 부분매개효과가 입증되었다. 즉 인플루언서

에 대한 애착이 형성되어도 이들이 소개하는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를 갖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콘텐츠

에 몰입할 수 있는 요소가 필요하다. 즉, 콘텐츠 질 향

상, 재미요소 부가, 집중을 돕는 몰입요소 등이 필요

하다. 예를 들면 재미있는 영상, 자막이나 음악 등 시

각 및 음향효과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퀴즈를 통한 

경품 이벤트 참여 등 콘텐츠에 몰입할 수 있는 구체

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콘텐츠에 몰입하였

을 때 자연스럽게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가 생겨날 것

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넷째, 성별의 조절효과 분석결과, 여성의 경우 남성

에 비해 매력성이 콘텐츠 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고에서 제시하는 중심 단

서보다 주변 단서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Lenney 

et al.(1983)의 연구결과와 연결지어 해석해 볼 수 있

다. 즉 여성은 남성에 비해 중심 단서인 제품정보 외에 

주변 단서인 광고모델이나 정보원의 매력적인 외모 

등에 더 크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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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 환경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휴먼브랜드 이미

지에 대한 시각주의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는 Hwang 

and Lee(2019)의 연구결과와도 같은 맥락이다. 또한 

남성의 경우 인플루언서에 대한 애착이 구매의도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반면 여성

의 경우 애착이 몰입을 매개하여 구매의도에 이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남성들은 인플루언서에게 애착

을 가지면 콘텐츠에 몰입하지 않아도 그가 소개하는 

제품에 구매의도를 형성할 수 있으므로 소통 및 상호

작용을 통해 애착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 여

성들이 인플루언서를 통해 제품의 구매의도를 형성

하기 위해서는 매력적인 인플루언서의 이미지메이

킹을 통해 콘텐츠에 몰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도움

이 될 것이다.

많은 인플루언서 관련 선행연구들에서 후행변인

으로 태도나 구매의도가 자주 쓰였으나 구매의도 형

성과정에 매개 역할을 하는 애착과 몰입에 대한 이

해와 실증이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이 

변인들에 대한 의미를 일깨우는 데 기여하였다고 사

료된다. 또한 애착과 몰입을 강화할 수 있는 인플루

언서 특성에 대한 결과는 인플루언서의 이미지메이

킹 전략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소비

자 특성에 대한 결과는 팔로워 집단을 세분화하여 

이들의 욕구특성을 충족시키는 콘텐츠 개발에 중요

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남녀 간 비교

는 SNS 환경에서 남성과 여성에 따라 세부적인 콘텐

츠 환경 및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

을 것이라 본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 제안은 다음과 같

다. 첫째, 본 연구는 남녀 비교를 위해 대상을 20대

로만 한정하였으므로, 다양한 연령대와 세분집단

의 특성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리라 여겨진

다. 둘째, 본 연구에서 인플루언서의 전문성이 애착

이나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데, 기존 

커뮤니케이션이나 광고학 연구에서 정보원의 전문

성은 설득효과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으

로 알려져 있다. 이 연구결과와의 차이에서 전문성

에 대한 개념과 차원이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가

능성을 제기한다. 후속연구에서 전문성에 대한 차

원을 직업적인 전문성이나 콘텐츠를 제시하는 기술

적인 능력 등의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구분하여 연구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본인이 

가장 좋아하거나 자주 보는 한 명의 인플루언서를 정

하고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는 기존 인플루언

서와 애착에 관한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을 따른 것이

지만 응답자들이 각자 생각하는 인플루언서의 특징

이 다소 상이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다. 후속연구에

서 특정한 인플루언서를 지정하여 그 인플루언서의 

팔로워들과 접촉할 수 있다면 그 팔로워들을 대상으

로 연구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해보는 것도 의

미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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