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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은 인 루언서의 인게이지먼트가 스타트업 랜드 태도 구매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

치는가를 분석하 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구축하 으며, 표본으로 삼은 인 루언

서를 실제 팔로우하는 300명의 팔로워들을 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실증분석에 사용하 다. 

자료 분석을 해 SPSS 23.0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탐색 요인 분석, 다 회귀

분석,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 다. 실증 분석 결과, 인 루언서의 특성 매력성과 진정성은 인

루언서의 인게이지먼트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성은 향을 미치지 않

았다. 한 인 루언서의 인게이지먼트는 스타트업 랜드 태도에 향을 미치며, 스타트업

랜드 태도는 구매의도에 정 인 향을 미쳤으며, 인 루언서의 인게이지먼트는 직 으로

구매의도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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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를 아우르고 있는 창업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증하고 있으며

험지수 한 강해지고 있다. 창업비용을 낮추는 클라우드 기반 기술의 발 으로 창업에 한

직 인 진입 장벽은 낮아지고 있으나 그에 따른 장벽의 둔화로 창업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지

고, 자신의 제품과 서비스를 타 경쟁 업체와 차별화하며 랜드에 한 확립과 강화된 마

략이 더욱 요해지고 있다. 스타트업이 차별화 할 수 있는 해법 하나는 랜드 태도 구축

랜드 개발에 투자하는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스타트업들은 랜딩에 신경을 쓰고

랜드 태도를 통한 마 략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시 는 스마트폰의 화로 인터넷 커뮤니티 신 모바일 어 리 이션을 주로 이용하

며, 많은 사람들이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에 노출되고 향을 받으며 화 되었다. 

디지털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장소 방문 등 단순한 정보를 찾더라도 SNS에서 향력이 크며

비교 노출도가 높은 인 루언서의 콘텐츠에 비교 잦게 노출이 되고 한 그들에게 높은

심을 보이며 강력한 팬덤을 형성하고 있다. Cheng(2008)에 따르면, SNS는 매우 효과 인 마

수단으로써의 활용가치가 높으며, 이미 디지털 소비자층은 기업의 SNS 콘텐츠를 통해 랜

드를 인식하여 이를 통하여 제품 구매활동율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성장세 속에서, ‘인스

타그램’은 2012년 페이스북에 M&A 된 이후 시 를 표하는 독보 인 이미지 심의 SNS 

랫폼으로 성장하 다. Mediakix(2018)에 따르면, 인 루언서의 콘텐츠를 한 뒤, 소비자들의

구매 환은 34%에 육박하는 등 인 루언서는 재 마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으며 인 루

언서 마 을 활발하게 증가시켰다. 

Morris(2015)의 연구에 따르면 스타트업(Start-up)의 마 은 가치창조 신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경쟁우 략이 필요하며,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 측면에서 마 을 수행해야

하고 포화된 시장에서 제품과 가격, 유통, 고객과의 소통 등에 해 차별성 있게 시장에 근해

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김태문, 2009). 한 스타트업의 기 성공을 결정하는 요인에 한 연

구에 따르면, 자본이 부족한 스타트업의 기 성공을 결정하는 결정요소로는 인 루언서 마

과 같은 기 마 략에 향력이 큰 온라인 마 략이 사업 성패를 결정하는 요소로

꼽았다(이 호, 2017). 오늘 날 스타트업들은 가장 효과 인 고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매년 출

하는 스타트업들 사이 치열한 경쟁으로 랜드 태도 사용자 수를 늘리는 빠르고 효과 인

방법을 찾는 것이 요해졌다. SNS와 업로드 된 콘텐츠들은 스타트업 랜드태도를 반 하며

창업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고객에게 향을 수 있다. 스타트업이 SNS에 고를 함으로써 이

익을 얻는 인 루언서 마 이 많아지는 추세이며, 특히 한정된 자원으로 비즈니스를 실행하는

스타트업들에게 인 루언서 마 은 은 비용으로 많은 타겟 디지털소비자들을 만날 수 있는

효율 인 마 수단으로써 활용되고 있다(김가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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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루언서 마 은 온라인 랜드 참여 강화의 주요한 요소이며, 이미 해외 주요 기업들은

인 루언서 마 산을 65% 늘리는 등 2020년 인 루언서 마 시장은 100억 달러에 이

른다.(Hughes, 2019). 인 루언서 시장 규모는 커지고 있으며 주목 받고 있으며 늘 날 기업

들의 SNS 마 의 주 수단이 되었다. 이러한 활동에는 기업과 고객간 상호작용을 돕는 이미지

콘텐츠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소비자들인 SNS 이용자들에게 기업들은 신뢰를 주고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해 향력 있고 신뢰성 있는 인게이지먼트 등 을 갖춘 인 루언서

마 이 요구 될 것이다. 인 루언서의 유형과 가치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인 루언

서의 실질 인 인게이지먼트에 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 루언서의 특성이 인 루언서의 인게이지먼트(engagement)에 어떠한

조 효과를 나타내는 가를 악하고, 인 루언서 인게이지먼트가 스타트업 랜드 태도와 구매

의도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와 스타트업 랜드태도가 구매의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가를

검증하여 인 루언서 마 시장의 효율성과 실질성을 악하는 것에 목 을 둔다. 끝으로, 스

타트업 랜드 기성기업들의 인 루언서 마 의 효율성과 더 나아가 올바른 인 루언서 마

시장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선행 연구 고찰

2.1. 스타트업의 개념

스타트업이란 신(新)아이디어를 개인 는 조직이 이윤 추구를 목 으로 개인이나 법인 회사

를 설립하여 사업활동을 시작하는 일을 말한다(김경환, 2018). 한 국내, 외에서 통상 으로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단계의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Moogk(2012)에 따르면, 불확실

한 시장 속에서 신제품 서비스를 창출하려는 조직을 스타트업이라 정의하 으며, 이러한 조

건을 만족할 경우에는 기업의 규모나 로세스에 상 없이 스타트업이라 할 수 있다고 정의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스타트업을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첨

단기술을 목하여 신제품이나 서비스로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는 새로운 기업’과 같이 정의하

고자 한다.

2.2. 인플루언서의 개념

인 루언서(Influencer)란 향력의 뜻인 Influence에 -er을 붙인 것으로, 타인에게 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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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한 인 루언서는 주로 제품이나 서비스에 한 소개 사용법을

콘텐츠로 제작하며 더하여 자신의 의견을 담아 SNS 랫폼에 업로드 한다. 이러한 콘텐츠를 잠

재 디지털 소비자가 하며 일반 인 샐럽보다 인 루언서에게 강한 친 감과 공감 를 형성

하고, 팔로우 함으로써 계를 통한 신뢰를 구축하게 된다(문지원, 2020).

인 루언서 마 은 일반 으로 디지털 잠재 고객층에게 인 루언서를 통하여 기업의 마

략 활동을 공식화하고 구 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의 아마존은 ‘온라인 인 루언서

로그램’을 실행하여 향력 높은 인 루언서에게 보상제도를 실시함으로써 활동을 장려하 고, 

국에서는 온라인상의 유명인사라는 뜻인 ‘왕홍(網紅)’이라는 인 루언서와 동일한 개념이 떠

오르며 국 경제 반에 효과 인 향력을 행사하며 국 스타트업의 마 략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개념으로 부상하며 국 창업센터에서 자 상거래 산업에 활용하며 력을 인정받

았다. 한 국의 일부 학 내부에서는 인 루언서 양성을 하여 메이크업, 패션, 미학, 홍보

등에 한 강좌를 제공하기도 하 다(Duncan, 2017). 이로 미루어 보았을 때에 인 루언서는 하

나의 시 상징물이 아닌 하나의 산업으로서의 개념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는 시사 을 얻을

수 있다. 한 아랍에미 이트 항공의 마 리포트에 따르면 인 루언서 1명은 헐리웃 스타 1

명의 고효과보다 9배나 높은 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Poulopoulos et al., 2018). 재까

지 인 루언서의 시장가치는 인 루언서가 보유한 팔로워, 구독자 등 스 일에 집 한 팬층에

비례한다고 알려졌으며 인 루언서의 실 가치는 인게이지먼트(ER: Engagement Rate)로 구분되

고 있다. 박지웅(2019)에 따르면, 인 루언서의 인게이지먼트는 구매의도에 향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 인 루언서의 인게이지먼트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인 루언서의 인게이지먼트에 한 연구가 요해지고 있다고 단된다.

Cheah(2017)는 인 루언서들은 진심으로 기업의 랜드 태도와 디지털 소비자 간의 연결고

리 역할을 행하여 자신의 솔직함으로 콘텐츠를 제작한다면 개방된 상호작용으로 사회 인 향

력은 물론 기업의 신뢰도 한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듯 인 루언서는 최근 경제의 심

이 되며 주목받는 만큼 자세한 규명이필요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소비자가 지각한 진정성의

하 개념을 진실성과 문성으로 구분하 으며 인 루언서의 향은 소비자의 팬쉽에 향을

미치며 소비자 행동의도와 련성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 다(김우빈, 2018). 

따라서, 본 연구는 인 루언서를 ‘SNS 랫폼 상에서 인 루언서 각각의 특성을 녹여 제품

랜드에 한 정보를 콘텐츠로 제공하며 디지털 소비자들에게 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2.3. 인플루언서의 특성

PDF Watermark Remover DEMO : Purchase from www.PDFWatermarkRemover.com to remove the watermark

http://www.PDFWatermarkRemover.com/buy.htm


인플루언서의 인게이지 트가 스타트업 브랜드태도,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 : 인플루언서 특성을 

중심으로

56

인터넷 모바일의 발 은 고 산업의 흐름을 바꿔놓았다. TV나 신문 같은 통 미디어의

비 을 크게 차지하던 고모델이라는 개념은 인터넷과 모바일 고시장으로 옮겨갔으며, 이에

인터넷 모바일을 기반으로 하는 SNS 랫폼의 고모델인 인 루언서라는 개념이 등장하

다. 과거의 고모델과 같은 맥락인 SNS 랫폼 내의 고모델, 인 루언서의 특성을 선행연구

들을 바탕으로 분류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고모델의 특성은 학자별로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매력성과

신뢰성을 모델의 2가지 속성으로 분류하되 매력성은 심리 매력과 신체 매력으로 구분하

으며, 매력성을 모델의 주요 특성 구성요소로 구분하 다(Dholakia, 1977). 한 고모델의 특

성인 매력성, 신뢰성, 문성으로 설정되어 연구되었고, 신뢰성, 문성, 매력성 순으로 기업이미

지 제품 구매의도에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유승아, 2018). 주목할 은 국내 마

시장에서는 인 루언서의 특성 문성과 매력성을 꼽는 반면에, 해외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

면 가장 향력 있는 특성은 진정성, 신뢰성이었다(Moore, 2018). 

  이 듯 고모델의 속성은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으며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인 루언서의 특성을 매력성, 문성, 진정성 총 3가지로 분류하여 선정 후 연구하고자 한다.

2.3.1. 매력성(Attractiveness)

매력성이란 상 의 존재에 해 호감을 가지며 이를 별하고 좋게 느끼는 정도를 뜻하며, 

특히 외모나 태도에 하여 즐거움이나 흥미를 느끼는 것을 말한다. 고모델의 신체 인 매력

성은 고 환효과에 강한 효과성을 지니며, 더 큰 사회 힘을 가지고 더 나은 특성을 갖고 있

다고 지각되기에 설득력이 높다(Kenrick, 1993). 선행연구에 따르면, 매력성이 높은 고모델을

활용할 경우 제품 여도와 계없이 보다 정 인 태도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밝혔다(양승훈, 

2009). 이로 미루어 보면 소비자들은 인 루언서의 매력성이 높을수록 제품 랜드에 한

태도에 정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

에서는 매력성을 ‘인 루언서의 외 인 매력성과 태도의 매력성이 자신과 비슷하다고 믿고 되고

싶은 욕망의 만족 정도’로 정의한다.

2.3.2. 전문성(Expertise)

문성이란, 어떠한 역에서 보통의 사람이 흔히 할 수 있는 수 이상의 수행 능력을 보이

는 것이며 많은 연구자들은 문성은 매우 장기 이고 체계 인 훈련을 통하여 획득 할 수 있다

고 밝혔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호 랜드(Hoveland) 학 에서 주장한 신뢰성 모델에 의해 메시

지의 효과는 모델의 문성과 진실성 등에 의존한다고 밝혔다. 한 재 인 루언서 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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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내부에서도 인 루언서와 기업 랜드를 매칭시켜 때엔 각 인 루언서의 분야별 문성

을 첫 번째로 고려하여 진행하는 추세이며, 인 루언서의 문성은 제품 구매의도에 큰 향을

미친다고 밝혔다(유승아, 2018). 인 루언서의 지식은 제품 효과에 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디지털 소비자가 인 루언서를 신뢰도 있는 존재 인식할 때 제품 랜드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밝혔다(Poulopoulos et al., 2018).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문

성을 ‘인 루언서의 주장과 뒷받침 하는 능력, 지식에 해 소비자가 신뢰도 있게 지각하는 정

도’로 정의한다.

2.3.2. 진정성(Authenticity)

진정성이란 사회과학과 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거론되는 개념으로써,  사 의미는 참되

고 올바른 성질이나 특성을 말한다(네이버 국어사 , 2020). 여러 학문에 용되어 연구자의 상

황과 목 에 따라 그 의미가 다양하게 해석되고 정의 되고 있다(Napoli, 2014). 선행연구에 따르

면 진정성은 상 방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며 인간과 인간간의 믿음

을 갖는 것이라 정의하 고, 사회에서 생성된 여러 증거들을 기반으로 마음 속으로 부터 소비자

가 고모델에 해 느끼는 진심과 진실성의 정도라고 진정성을 정의하 다(이미 , 2009).

SNS 랫폼 내에서 활동하는 온라인 인 루언서는 온라인이라는 환경의 특성 상 ‘진정성’이

매우 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실제, 신뢰도가 떨어진 인 루언서는 활동을 단하거나, 

고효과가 떨어지는 등 많은 유명 인 루언서들의 사례로 미루어보아 인 루언서의 진정성은

요한 구성요인임을 알 수 있다. 한 소비자들은 기업의 제품과 랜드, 서비스에 하여 진정

성을 요구하며 이는 인 루언서가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 수용성을 높여 다(Labrecquea, 

2013).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진정성을 ‘인 루언서가 제공한 콘텐츠에 해 디

지털 소비자가 느끼는 자유로운 생각이나 감정 등에 가까운 내 단정도’로 정의한다.

2.4. 인플루언서의 인게이지먼트

인게이지먼트(engagement)는 17세기 도덕 , 법 의무, 고용, 군사 충돌 등 여러 개념을

묘사하기 해 사용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연결(connection)”, “애착(attachment)”, “감정

여(emotional involvement)”, “참여(participation)”와 같이 좀 더 자유의지와 자유재량 상황을 서

술하는데 사용되었다가, 재에 이르러서는 포 이고 복합 인 개념으로 발 하여 ‘인게이지

먼트’는 사회 이고 상호작용 인 행동의 한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Brodie, 2011). 이 듯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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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지먼트는 고학, 심리학, 마 분야 등등에서 연구되는 개념으로써 범 한 의미를 가

지고 있는 다 개념이며 연구되어진 분야에 따라 개념과 뜻하는 정의, 측정 도구 등이 다르기에

재까지 명확히 정의되어진 바가 없다. 인게이지먼트에 한 해석 측정도구, 범 , 분야 등

등이 연구자에 따라서 복합 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게이지먼트와 같은 분석을 통해서 보다

다각 으로 콘텐츠 미디어 이용 상을 악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한, 노출량에 고효

과가 비례하지 않기에 더욱 인게이지먼트라는 개념 자체가 요해지고 있다(서상희, 2017). SNS 

고 콘텐츠에 한 기업의 고 효과를 증가시키기 해 인게이지먼트를 높이는 것이 요해지

고 있다. 따라서 인 루언서의 인게이지먼트는 최근 마 학계에서도 요한 개념으로 연구되

어지고 있다(정만수, 2012).

인 루언서의 인게이지먼트에 한 연구들이 최근 주목하는 이유는 SNS 내부의 콘텐츠 증

가로 인하여 고 한 비례하여 증가하기에 고 혼잡으로 인한 고 회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서상희, 2017). 한 소비자와 깊게 연 된 높은 인게이지먼트의 콘텐츠는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으며 더 정 인 랜드 태도를 형성한다고 밝혔으며(임재 , 2006), 한국방송 고공

사(2008)의 리포트에서는 인게이지먼트가 고효과에 미치는 향에 해 알아본 결과 인게이지

먼트가 높을수록 제품에 한 심도, 구매의도, 인지도 등 향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 다. 

한 인 루언서의 인게이지먼트를 기반으로 인 루언서 마 지수를 측정하기 해 Ponciano

와 Brasileiro(2015)는 인게이지먼트 매트릭스를 설계하 다. 이러한 인게이지먼트 매트릭스는

SNS 랫폼 내에서 인 루언서에 심이 있는 팔로워들의 구독여부, 활동비율, 참여의 패턴 등

이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인 루언서 특성과 랜드태도, 구매의도에 인게이지먼트

요소를 고려하 다. 이를 해 본 연구의 조 변수로서, ‘ 인게이지먼트’에 한 개념과 ‘인

루언서의 인게이지먼트’에 한 개념 주요 속성들을 인게이지먼트에 한 선행 연구들을 토

로 아래 [표 1]과 같이 정의하 다.

[표 1] 인 루언서의 인게이지먼트 인게이지먼트 정의

선행연구 인게이지먼트 정의

Brodie

(2011)

인 루언서의 콘텐츠에 한 소비자의 극 인 참여 콘텐츠를 통한 소비자의 간

경험과 인식되는 가치의 지수

Paharia et 

al. (2014)
디지털 소비자의 참여지수와 상 랜드에 한 반응 활동

서상희

(2017)

SNS를 이용하는 인 루언서의 콘텐츠에 주의를 집 하며, 감정 몰입으로 이용에

유익함을 느끼는 반응 활동

김 정 랜드에 한 디지털 소비자들의 의견, 생각, 감정을 서로 교류하는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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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스타트업 브랜드 태도

앱투스(Aptus)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태도(Attitude)라는 개념은‘정신 인 양태나 자세’를

의미한다. 인간의 자세에 따라서 다음 행동을 유추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사 개념

은 마 측면에서도 요한 함축 의미를 가진다. 이에 따르면, 랜드 태도란 잠재 인 소비

자들이 랜드에 하여 갖는 반 인 통 인 느낌을 뜻한다. 소비자가 랜드를 직간 으

로 경험하는 것은 경험을 얻게 한 콘텐츠를 통하여 랜드 태도를 학습하며 제품 서비스에

한 구매행동 계획을 수립하는 태도를 보이며 내재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이다(이지 , 2015). 

한 랜드에 한 호의 인 태도는 소비자의 구매의도, 만족도, 충성도에 직 인 향을 미

치며, 결과 으로는 랜드 자산을 형성하는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요성이 강조 되

고 있다(양지안, 2012).

이 듯이 랜드 태도는 스타트업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기업의 심장이자 혼이며 스타트

업과 랜드는 강력한 연계성이 있다(Borg, 2013). 스타트업은 랜드와 같은 지 재산을 창출

하고 스타트업 랜드 태도라는 개념을 잠재 인 디지털 소비자층에게 심어 으로써 타 경쟁업

체에 비하여 경쟁 우 를 확보 할 수 있는 것이다. 랜드 태도에 한 개념은 수십 년간 변화되

었으며, 통 으로 랜드란 “제품 라인에서 하나 이상의 아이템과 련된 이름으로, 아이템의

캐릭터 출처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이름.” 는 “상품과 서비스를 식별하기 한 이름, 용어, 

기호, 디자인들의 조합”이라고 정의되어졌다. 미국마 회(AMA/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에 따르면, 랜드 태도란 랜드의 가치를 변하고 이러한 랜드 태도는 디지털

소비자 에서 정 인 랜드 태도를 가질수록 랜드 사용에 해 정 인 결과를 이끌어

온다고 밝혔다. 스타트업의 차별화 상업 인 성공의 요인 하나로 각 받고 있는 스타트업

랜드 태도는 마 시장에서도 인 이슈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ill(2010)을 바탕으로 랜드태도와 스타트업 랜드를 아래 [표 2]와

같이 정의한다.

(2019)

성소

(2020)

잠정 디지털소비자(팔로워)가 얼마나 인 루언서에 해 참여하는 지에 한 참여

지수(좋아요, 댓 , 리포스트, 장 등)

[표 2] 랜드 태도와 스타트업 랜드 태도 정의

랜드 태도 스타트업 랜드 태도

소비자들이 고하는 랜드에 해 갖는 반 스타트업 랜드 선택 시 잠정 인 디지털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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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구매의도의 개념

구매의도란 소비자가 어떠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실제 구매하려고 하는 행동이나 주 인

단을 뜻한다. 구매와 련된 소비자의 사고방식을 말하며 소비행동에 한 측 요인이다. 소

비자의 실제 행동 바탕이 아닌 실제 행동의 측치로 이용되며, 구매로 이어지는 가능성을 말한

다. 소비자들의 미래 구매행동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결정 인 요소로써 소비자의 신념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 도움이 되며 이러한 정 인 구매의도는 궁극 으로 구매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황소미, 2019). 따라서 소비자의 구매 행동을 측할 수 있는 측정 도구 가장 효과

인 지표인 구매의도는 선행연구에 따르면, 실제 구매행동과 구매의도 간에 정(+)의 상 계가

있음이 밝 졌다. 한 구매의도와 소셜네트워크상의 상 계에 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온라인상의 랫폼 상에서의 지속 인 참여율과 직 인 정보 추구 간 인 정보수집, 친

계에 한 의존성 등이 구매의도 상승에 향을 미친다고 밝혔다(박혜령, 2009). 한 온라

인의 정보 특성이 구매의도에 향을 미쳤다고 연구 결과를 밝히며 이를 통하여 향력을 행사

하는 인 루언서의 특성과 구매의도간의 연구도 필요하다고 단하 다(명수아, 2018).

따라서 소비자의 구매 행동을 측함에 있어 구매의도는 효과 인 지표라고 볼 수 있으며, 

마 효과를 악하는 데 요한 역할을 하는 변수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

탕으로 본 논문은 구매의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소비자의 태도가 구매행동으로 이어질 가

능성에 한 미래 행동이며, 랜드에 비용을 지출하고 싶은 가를 측하는 척도.

Ⅲ.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인 루언서의 인게이지먼트가 스타트업 랜드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 인 루언서 특성이 인 루언서의 인게이지먼트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며 검증

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한 선행 연구에서 확인된 요인 인 루언서의 특성을 매력성, 

문성, 진정성으로 분류하 으며, 이론 바탕의 선행 연구를 배경으로 인 루언서 인게이지먼트

인 느낌 랜드에 한 소비자의 감정평가 자의 행동을 이해하고 측하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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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스타트업 랜드 태도, 구매 의도를 종속 변수로 선정하 다. 인 루언서의 인게이지먼트가

스타트업 랜드 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모형은 목 에 따라서 [그림 1]과

같이 설계하 다.

[그림 1] 연구모형

3.2. 연구 문제 및 가설 설정

최근 스타트업들은 고 콘텐츠들의 노출이 온라인과 SNS로 확장됨에 있어 짧은 순간에 노

출되는 비주얼에 익숙해진 디지털 소비자들을 상으로 텍스트 주보다는 비주얼 심의 콘텐

츠를 선호하고 있다(맹주형, 2019). 이러한 마 시장의 변화 속에서 이미지 콘텐츠 주의

SNS인 인스타그램의 인 루언서 마 효과에 한 연구는 실증 으로 논의 필요성이 요구된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 루언서의 인게이지먼트가 스타트업 랜드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하여 이론 배경에서 고찰한 내용을 토 로 검증해야할 연구가설을 수립하

다. 인 루언서의 특성은 인 루언서의 인게이지먼트에 유의한 향을 끼칠 것이며, 이러한

인 루언서의 인게이지먼트는 스타트업 랜드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이 다를 것이라

상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들을 제시하 다.

[연구 문제 1] 인 루언서의 특성, 인 루언서의 인게이지먼트, 스타트업 랜드 태도, 구매의도

요인을 악한다.

[연구 문제 2] 인 루언서의 특성이 인 루언서의 인게이지먼트에 미치는 향에 해 알아본다.

[연구 문제 3] 인 루언서의 인게이지먼트가 스타트업 랜드 태도에 미치는 향에 해서 알

아본다.

[연구 문제 4] 인 루언서의 인게이지먼트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에 해 알아본다.

[연구 문제 5] 스타트업 랜드 태도가 구매 의도에 미치는 향에 해 알아본다.

[연구 문제 6] 인구통계학 특성으로 SNS 이용자들의 실태에 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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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가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가설 1. 인 루언서의 특성은 인 루언서 인게이지먼트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인 루언서의 매력성은 인 루언서 인게이지먼트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칠 것이

다.

가설 1-2. 인 루언서의 문성은 인 루언서 인게이지먼트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칠 것이

다.

가설 1-3. 인 루언서의 진정성은 인 루언서 인게이지먼트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칠 것이

다.

가설 2. 인 루언서의 인게이지먼트는 스타트업 랜드 태도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 3. 인 루언서의 인게이지먼트는 구매의도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스타트업 랜드 태도는 구매의도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3. 표본의 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실증 연구로서 인지도가 낮으나 인게이지먼트가 높은 인 루언서를 표본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 으며 설문에 사용된 인 루언서로는 ‘에스디’를 선정하 다. ‘에스디’는 국

내에서 활동하는 종합 크리에이터로 약 2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스타그램에서 활

동 인 인 루언서이다. ‘에스디’ 인스타그램 계정의 내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인게이지먼트를

정확한 지수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평균 ER지수 10.59%로 높은 참여율을 나타냈다. 본 연구

에 사용 된 스타트업은 패션 개 랫폼인 ‘미러샷’으로 선정하 으며, 인스타그램의 이아웃을

동일하게 용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 다.

연구를 진행하기 하여 2020년 4월 1주간 실제 표본 상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유 들을

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 으며, 응답에 성실히 응한 표본 300부를 분석에 사용

하 다.

[표 3] 연구 상자의 인구통계학 특성별 분포

빈도 퍼센트(%)

성별
남성 172 57.3

여성 128 42.7

합계 3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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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 300명 응답자들의 인구 통계학 특성을 알아보기 하여 빈도분석

을 하 으며, 해당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172명(57.3%)이며, 여성

이 128명(42.7%)으로 나타났으며, 기혼자는 63명(21%), 미혼자가 237명(79%)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 27명(9%), 20 173명(57.7%), 30 63명(21%), 40 34명(11.3%), 50

이상 3명(1%)로 나타났으며, 학력은 고졸 70명(23.4%), 2년제 학 재학 졸업 88명(29.3%), 

4년제 학 재학 졸업 88명(29.3%), 학원 재학 졸업 54명(18%)로 나타났다. 월 소득은

월 평균 100만원 미만 69명(23%), 200만원 미만 101명(33.7%), 300만원 미만 44명(14.7%), 

400만원 미만 30명(10%), 500만원 미만 53명(17.6%), 500만 원 이상 3명(1%)으로 나타났다. 

결혼
기혼 63 21

미혼 237 79

합계 300 100

연령

10 27 9

20 173 57.7

30 63 21

40 34 11.3

50 이상 3 1

합계 300 100

학력

고졸 70 23.4

2년제 학 재학 졸업 88 29.3

4년제 학 재학 졸업 88 29.3

학원 재학 졸업 54 18

합계 300 100

월 소득

100만원 미만 69 23

100 - 200 101 33.7

200 - 300 44 14.7

300 - 400 30 10

400 - 500 53 17.6

500만 원 이상 3 1

합계 300 100

직업

학생 92 30.6

학원생

(연구직포함)
51 17

자 업 47 15.7

업주부 17 5.7

자유/ 문직 19 6.3

매/서비스직 39 13

무직/퇴직 35 11.7

합계 3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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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의 형태로는 학생 92명(30.6%), 학원생(연구직포함) 51명(17%), 자 업 47명(15.7%), 

업주부 17명(5.7%), 자유/ 문직 19명(6.3%), 매/서비스직 39명(13%), 무직/퇴직 35명(11.7%)

으로 나타났다. 

3.4.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에서는 인 루언서의 특성을 매력성, 문성, 진정성으로 구분하여 인 루언서의 인

게이지먼트에 향을 주는가와 인 루언서의 인게이지먼트가 스타트업 랜드 태도,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 스타트업 랜드 태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을 밝히고자 하 다. 본 연구는

리커트 5 척도를 이용하여 설문문항을 구성한 뒤 설문을 시행하 으며, 선행연구들을 바탕으

로 정의되어진 조작 정의 측정항목은 [표 4]와 같다.

[표 4] 변수의 조작 정의

변수 조작 정의 선행연구

인 루

언서

SNS 랫폼 상에서 인 루언서 각각의 특성을 녹여 제품 랜드

에 한 정보를 콘텐츠로 제공하며 디지털 소비자들에게 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문지원(2020)

Bohan(2016)

인 루

언서

특성

매

력

성

인 루언서의 외 인 매력성과 태도의 매력성이 자신과 비슷

하다고 믿고 되고 싶은 욕망의 만족 정도

McCracken(1989)

양승훈(2007)

문

성

인 루언서의 주장과 뒷받침 하는 능력, 지식에 해 소비자

가 신뢰도 있게 지각하는 정도

신경아(2019)

McCracken(1989)

진

정

성

인 루언서가 제공한 콘텐츠에 해 디지털 소비자가 느끼는

자유로운 생각이나 감정 등에 가까운 내 단정도

김우빈(2018)

이미 (2009)

인 루

언서

인게이

지먼트

잠정 디지털소비자(팔로워)가 얼마나 인 루언서에 해 참여하는

지에 한 참여지수(좋아요, 댓 , 리포스트, 장 등)

Ponciano & 

Brasileiro(2015)

서상희(2017)

스타트 스타트업 랜드 선택 시 잠정 인 디지털 소비자의 행동을 이해하 Rode(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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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증분석 결과

4.1. 요인분석 및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 직 설문된 항목들의 내 일 성을 검증하기 해 크론바하 알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을 진행하 으며, 가장 많이 채택되고 있는 0.6을 기 으로 하

다. 분석결과는 [표 5]와 같이 모든 항목이 기 치를 충족하여 문제없이 분석에 투입하 다. 

한 타당성 신뢰성 검증을 해 요인 분석을 실행하 으며, 타당성과 공통성이 낮은 질

문은 제외하여 진행하 다. 총 6가지 요인으로 분류 후 묶어 변수들을 단순화 하 으며, 베리맥

스(varimax) 회 을 통해 요인회 을 실시하 다. 한 KMO(Kaiser Meyer Olkin),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진행하 다. 먼 KMO를 보면, 일반 으로 0.5이상이면 양호한 것으로 단된

다. 따라서 본 결과의 KMO의 값은 0.943이므로 KMO>0.5를 만족하 다. 한 요인분석 사용

에 합한지를 단하는 Bartlett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은 434.123, 자유도 3, 유의확률

.000으로 합하게 나타났으므로 본 자료가 요인분석에 합하다고 할 수 있다. 한, 유의수

을 기 으로 변수 간의 상 성이 인정되어 반 으로 요인분석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표 5] 탐색 요인분석 신뢰성 검증

항목

요인명 Cronb

ach`s 

Alpha
매력성 문성 진정성

인게이

지먼트

스타트업

랜드태도
구매의도

매력성5 0.709 -0.097 0.018 0.109 -0.006 -0.039

.923
매력성4 0.668 0.008 0.01 -0.082 0.026 0.042

매력성1 0.713 -0.055 -0.019 -0.065 0.02 0.08

매력성2 0.127 -0.049 0.07 -0.02 0.035 -0.008

업

랜드

태도

고 측하는 평가 Borg(2013)

구매

의도

소비자의 태도가 구매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한 미래 행동이

며, 랜드에 비용을 지출하고 싶은 가를 측하는 척도.

Till(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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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가설 검증 및 결과 해석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해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4.2.1. 인플루언서의 특성이 인플루언서 인게이지먼트에 미치는 영향

H1 인 루언서의 특성은 인 루언서 인게이지먼트에 유의한 정(+) 향을 미칠 것이다.

문성1 -0.069 0.791 0.127 0.024 -0.085 0.009

.886문성3 -0.118 0.77 -0.056 0.041 0.135 0.015

문성2 0.091 0.657 -0.002 0.067 0.014 0.06

진정성5 0.16 0.041 0.809 0.007 -0.004 0.042

.974.
진정성6 -0.096 0.049 0.798 0.051 -0.002 0.003

진정성3 -0.157 -0.022 0.664 -0.027 0.196 -0.082

진정성4 0.179 -0.044 0.578 0.054 0.456 0.057

인게이지먼트3 0.067 0.078 0.038 0.783 -0.044 0.036

.826

인게이지먼트4 0.011 0.001 0.054 0.774 -0.027 -0.056

인게이지먼트6 -0.047 0.086 -0.072 0.733 -0.029 -0.163

인게이지먼트5 -0.091 -0.093 0.033 0.713 0.008 -0.184

인게이지먼트2 0.11 0.075 0.014 0.672 0.041 -0.027

스타트업 랜드

태도1
0.087 0.024 -0.046 -0.089 0.876 0.027

.914

스타트업 랜드

태도2
-0.006 0.116 -0.044 -0.139 0.76 -0.088

스타트업 랜드

태도4
-0.124 0.064 0.289 0.023 0.738 -0.103

스타트업 랜드

태도3
-0.077 -0.001 0.036 0.029 0.67 0.104

구매의도1 -0.017 0.014 -0.005 -0.045 -0.01 0.877

.702구매의도2 0.017 0.025 -0.042 -0.051 -0.011 0.792

구매의도3 0.012 0.053 0.078 -0.309 -0.03 0.753

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 = .943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Chi-Square X2=434.123(df=3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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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인게이지먼트에 미치는 향

* p<.05, ** p<.01, *** p<.001 R2 =.571

인 루언서의 매력성, 문성, 진정성이 인게이지먼트에 향을 끼치는가를 검증하기 해

실시한 다 회귀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을 보면, 회귀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제

곱은 67.2%로 매우 높은 편에 속하며 강한 설명력을 나타낸다. 모형 F값이 66.507이므로 통계

으로 유의한 회귀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인 루언서의 특성의 하 요인을 살펴보면, 매력성은 β=.310(p<.001)으로 나타나 인게이지

먼트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며, β부호가 정(+) 이므로 매력성이 크면 인게이지

먼트 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진정성은 β=.452(p<.001)로 나타나 인게이지먼트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며, β부호가 정(+) 이므로 진정성이 크면 인게이지먼트

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표 6]을 살펴보면, 진정성이 매력성보다 상 으로 인게

이지먼트에 더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성은 β=.134, (p=.116)로 나타나

유의수 이 0.05보다 크므로 인 루언서의 인게이지먼트에 통계 인 유의미한 향을 끼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이 연구에서 연구가설 H1a (인 루언서의 매력성은 인 루언서 인게이지먼트

에 유의한 정(+) 향을 미칠 것이다)와 연구가설 H1c (인 루언서의 진정성은 인 루언서 인

게이지먼트에 유의한 정(+) 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반면 H1b (인 루언서의 문

성은 인 루언서 인게이지먼트에 유의한 정(+) 향을 미칠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이는 인

루언서의 매력성과 진정성이 높을수록 인 루언서의 인게이지먼트에 더 유의한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H1a 인 루언서의 매력성은 인 루언서 인게이지먼트에 유의한 정(+) 향을 미칠 것이다.

H1b 인 루언서의 문성은 인 루언서 인게이지먼트에 유의한 정(+) 향을 미칠 것이다.

H1c 인 루언서의 진정성은 인 루언서 인게이지먼트에 유의한 정(+) 향을 미칠 것이다.

비 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

확률
R2 F

B 표 오차 β

(상수) 1.120 .153 7.335 .000

.672
66.507**

(.000)

매력성 .271 .043 .310 6.237*** .038

문성 .163 .103 .134 1.575 .116

진정성 .408 .045 .452 9.090*** .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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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인플루언서의 인게이지먼트가 스타트업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표 7] 스타트업 랜드 태도에 미치는 향

* p<.05, ** p<.01, *** p<.001 R2 =.567

인 루언서의 인게이지먼트는 스타트업 랜드 태도에 향을 끼치는가를 검증하기 해 실

시한 단순회귀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을 보면, 회귀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제곱

은 56.7%로 매우 높았다. 인 루언서의 인게이지먼트는 β=.214(p<.001)로 나타나 스타트업

랜드 태도에 유의한 정 향을 미쳤다. 즉 연구가설 H2는 지지되었다. 

4.2.3. 인플루언서의 인게이지먼트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표 8]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

* p<.05, ** p<.01, *** p<.001 R2 =.384

인 루언서의 인게이지먼트는 구매의도에 향을 끼치는가를 검증하기 해 실시한 단순회

비 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확률 R2 F

B 표 오차 β

인게이

지먼트
.222 .050 .214 4.421*** .000 .567

110.298** 

(.000)

비 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확률 R2 F

B 표 오차 β

인게이지먼트 .025 .040 .028 .625 .533 .384 5.28(>.5)

H2 인 루언서의 인게이지먼트는 스타트업 랜드 태도에 유의한 정(+) 향을 미칠 것이다.

H3 인 루언서의 인게이지먼트는 구매의도에 유의한 정(+)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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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제곱은 38.4%로 보통이었으며,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가설 H3은 기각되었다.

4.2.4. 스타트업 브랜드 태도가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

[표 9]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

* p<.05, ** p<.01, *** p<.001 R2 =.457

스타트업 랜드 태도는 구매의도에 향을 끼치는가를 검증하기 해 실시한 단순회귀분석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를 보면, 회귀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제곱은 45.7%로 높은 편

이었다. 한 모형 F값이 149.298이므로 통계 으로 유의한 회귀모형이다. 즉 연구가설 H4는

지지되었다. 

Ⅴ. 결론 및 논의

5.1. 연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인 루언서의 인게이지먼트가 스타트업 랜드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기 하여 실제 표본 인 루언서의 팔로워들을 상으로 시행하여 수집한 응답 내용을 분

석하 다. 실증 분석 결과, 인 루언서의 인게이지먼트는 스타트업 랜드 태도에 향을 미치

며, 스타트업 랜드 태도 한 구매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 다. 스타트업에 한

정 인 랜드 태도는 구매의도에 향을 미치며 이는 기존 선행 연구와도 일치한다.

인 루언서의 특성은 인게이지먼트에 부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며, 매력성과 진정성이

유의미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정성이 매력성보다 높은 향을 미치

비 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확률 R2 F

B 표 오차 β

스타트업

랜드

태도

.408 .045 .452 9.090*** .000 .457
149.298*** 

(.000)

H4 스타트업 랜드 태도는 구매의도에게 유의한 정(+)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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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성은 인 루언서의 인게이지먼트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박지웅(2019)에 따르면 인 루언서의 문성은 구매의도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

다. 그러나 유승아(2018)에 따르면 인 루언서의 문성은 제품의 구매의도에 큰 향을 미친다

고 밝혔다. 인 루언서의 개념이 요해지며 이를 활용한 마 연구도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

은 학술 선행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선행연구와 본 논문 역시 인 루언서의 특성을

고모델, 연 인과 같은 맥락으로 정의하여 하 요인을 도출한 것에 한계 을 가진다고 보인

다. 한 본 연구는 인 루언서의 실제 팔로워를 상으로 하 으며 선행연구보다 표본수가 3배

이상 많다는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기존 인 루언서 마 략 하나 던

문성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닌 인 루언서의 각자의 진정성과 매력성을 부각하여 디지털 소비

자들을 설득하는 것이 더욱 략 인 인 루언서 마 안임을 시사하고 있다.

한 인 루언서의 인게이지먼트는 스타트업 랜드 태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인 루언서의 매력성과 진정성이 높을수록 스타트업의 랜드 태도에 향을

미치며 이는 본 논문에서 시사 하는 방향과 같다. 

그러나 인 루언서의 인게이지먼트는 구매의도에 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결과가 상이한 가설로서 따라서 인 루언서의 인게이지먼트가 구매의도에 끼치

는 향을 요인별로 분석하여 어떠한 가설들이 용되는 지 검증할 후속 연구가 요해진다. 구체

으로 인 루언서의 인게이지먼트는 스타트업 랜드 태도에 향을 미치지만 구매의도에는

직 인 향을 수 없으므로 스타트업 랜드 태도라는 매개변수를 통해서만 구매의도에

향을 수 있다고 나타났다. 따라서 스타트업은 인 루언서를 통하여 스타트업이 목표하는 디

지털 소비자층에게 랜드 태도를 심어주며 최종 으로 구매 환을 해서는 스타트업 랜드

태도에 집 하는 것이 효율 이라고 단된다.

특히 스 일이 작은 인 루언서를 상으로 했음에도 인 루언서의 인게이지먼트가 높다면

스타트업 랜드 태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인 루언서의 스 일

보다는 인 루언서의 인게이지먼트를 고려하는 것이 디지털 소비자층에게 더욱 효과 으로 스

타트업의 랜드 태도를 심어 수 있다.

지 까지의 인 루언서 마 연구는 해당 인 루언서를 모르는 일반인을 무작 로 선정하

여 진행하 으나, 본 논문은 표본의 실제 팔로워들을 상으로 진행한 연구로서 한층 더 소비자

들의 행동 반응을 설득력 있게 검증할 수 있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본

논문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단순한 팔로워의 규모만으로 인 루언서의 비용과 효과를 가측정

하던 국내의 기존 인 루언서 마 시장 속 인 루언서를 인게이지먼트로 가치 분석 검증

하여 효과 으로 스타트업에게 맞춘 마 략을 제시한다. 최종 으로 인 루언서의 스 일

이 더라도 인게이지먼트가 높고 진정성이 있다면 스타트업 랜드 태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

치므로 은 산으로 기 시장 진입이 목 인 스타트업에게 알맞은 인 루언서 마 략을

시사하고 있다. 

PDF Watermark Remover DEMO : Purchase from www.PDFWatermarkRemover.com to remove the watermark

http://www.PDFWatermarkRemover.com/buy.htm


한국창업학회지 제15권 제2호

71

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다만 본 논문의 연구결과가 갖는 시사 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한계 이 존재한다. 첫 번

째로, 연구 표본수의 경우 선행연구에 비하여 많은 표본의 수로 가설 검증을 진행하 으나 경험

데이터를 측정하기에는 은 표본이라는 한계 이 있다. 따라서 경험 데이터를 활용하여

스타트업 랜드 태도와 인 루언서의 인게이지먼트에 한 향후 연구가 진행되면 각 요인에

한 학술 이해가 풍부해질 것으로 사료된다.

두 번째로, 인 루언서의 인게이지먼트를 다른 독립 변수, 스타트업 랜드 태도와 구매

의도를 종속변수로 보고 분석하 다. 따라서 매개변수로 둔 매개변수 분석이 되지 않았다는 한

계 이 존재한다.

세 번째로, 인 루언서의 특성 문성이 기각된 것에 한 이론 인 연구배경이 부족하다

는 이다. 추후 본 논문에서 기각된 가설들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 실무 으로 스타

트업의 인 루언서 마 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본 논문은 인 루언서의 인게이지먼트라는 개념에 하여 정의하고 연구하 으며, 스 일이

으나 높은 인게이지먼트를 가진 인 루언서를 상으로 분석한 결과 실질 으로 인 루언서

의 인게이지먼트가 스타트업의 랜드 태도에 향을 미침을 검증하 다. 재 인 루언서 마

시장은 인게이지먼트 값이 작으나 큰 팔로워를 가진 인 루언서를 높은 가격으로 책정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 따라 이러한 비효율 인 인 루언서 마 을 시행하는

스타트업이 어지고 인게이지먼트에 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짐으로서 인 루언서 마 시

장의 새로운 척도로서 연구의 의미를 가진다. 나아가 인 루언서를 각 세부 특성별로 비교 분석

할 필요가 있으며, 실질 인 구매 환으로 이어지기 까지 어떠한 요인들이 필요한지 검증하는

심도 깊은 후속연구가 요구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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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how influencer’s engagement affects start-up brand 

attitudes and purchase intentions. The research model is established based on prior research, 

and a survey was conducted for three-hundred followers who follows influencers in order to 

empirically test the hypotheses. Data were analyzed with SPSS 23.0 statistic program, in 

terms of frequency, exploratory factor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d reliability.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suggest that among diverse characteristics of influencers, attractiveness 

and authenticity of an influencer affect the followers’ engagement toward the influencer. 

Expertness, however, was found not to have any meaningful effect. Furthermore, engagement 

of an influencer affects start-up brand attitude, and brand attitude positively affects purchase 

int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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