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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대의 정치선거는 미디어 선거라

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매스 미디

어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는 바, 이

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미디어를 활용

한 정치광고가 큰 역할을 하기 때문

이다(김하나 2013). 정치 광고는 짧은

선거 운동 기간 유권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켜 후보자에 대한 호의적인 태

도를 형성하고 투표하게 함으로써 결

과적으로 선거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선거 운동 기간 성

공적인 선거 전략을 전개하기 위해

무엇보다 효율적인 정치광고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 선거에서 후보자는 자신의 이

미지를 호의적으로 관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상대 후보자의 이미지도 자신

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탁진

영 2004). 정치선거에 사용되는 다양

한 수단들 중 정치광고는 후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효율적으로 자

신들의 메시지를 유권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역할을 하

게 된다. 물론 정치광고가 선거의 승

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경험적인 증거는 없지만 선

거 캠페인이 다른 요소와 더불어 선

거결과에 상당한 효과를 미치고 있다

는 점에 대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정치광고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메시지 소구전략은 공격적 정치

광고, 비교광고 등으로 분류되는 부정

적 정치광고이다. 선거에서 경쟁 후보

나 정당에 부정적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상대의 약점을 강조하고 본인의

강점을 제시하는 비교 정치광고를 포

함한 부정적 정치광고는 실제로 많은

정치 후보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정치

광고 전략이다. 물론 부정적 정치광고

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국내외 선거에서 그 비중은 점

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 선거에서 천문학적인 선거비

용이 정치광고에 투여되었으나 그 중

상당수가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부정

적 내용의 비교광고이다(Devlin

2001). 이와 같은 현상은 한국의 정치

광고 중 50% 이상이 상대 후보를 비

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비교광고를 포함한 네거

티브 정치광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그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

는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

를 들어, 네거티브 정치광고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가진 연구자들은 투표

율 하락과 정치적 냉소주의를 조장하

는데 네거티브 광고가 큰 역할을 하

고 있다는 주장을 한다(Jamieson

1992)고 주장하는데 반해, 부정적 정

치광고가 긍정적 정치광고에 비해 유

권자들의 시선을 집중할 수 있고, 기

억효과가 더욱 높으며, 경쟁 상대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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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민주주의 정치에 긍정적인 효

력을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Brians and Wattenberg 1996).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광고의 유

형 중 경쟁상대를 직접 거론하는 직

접비교와 간접비교 광고 그리고 일반

정치광고의 광고효과가 어떻게 다르

게 나타나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 후

보자에 대한 태도가 형성되는지에 대

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따

라서 본 연구는 그동안 상업광고를

대상으로 수행된 직접비교와 간접비

교광고, 그리고 일반광고에서 광고효

과를 비교 분석한 연구결과가 정치광

고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 검증하고

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치광고

에서 비교광고를 포함한 네거티브 광

고의 효과에 대해 다양한 이론적, 실

무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가설    
   설정

1. 네거티브

그동안 정치광고에 대한 국내외 연

구들은 유권자들의 반응에 대해 객관

적,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정치광고에

대한 지식을 확장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수

행되었던 정치광고 선행연구에서는

정치광고에 대한 유권자들의 생각이

나 인식 및 태도를 구체적으로 파악

하는데 미흡하여 정치광고와 유권자

사이의 관계를 올바르게 설명하고 예

측하는데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

다(김창남, 김희진 2010). 정치광고 효

과에 대한 최근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네거티브 정치광고의 효과에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만큼 경

쟁상대를 비방하거나 비교하는 부정

적 정치광고가 선거에서 상당히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네거티브 정치광고란 경쟁자의 부

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광고로서, 상

대편 정치후보자의 능력이나 자질, 정

책과 이슈 등에 관련된 입장을 공격

하거나 부정적 특성 또는 약점을 드

러내는데 집중하는 정치광고를 말한

다(Johnson-Cartee and Copiland

1991; Merrt 1984; Garramone et al.

1990). Johnson-Cartee and

Copiland(1997)는 네거티브 정치광고

를 직접 공격형 정치광고와 비교 공

격형 정치광고, 암시 공격형 정치광고

등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비

교 공격형 정치광고는 경쟁관계에 있

는 정치후보자들을 직접 거명하여 비

교하면서 특정 후보의 상대적 우위를

알리는 광고이고, 암시 공격형 정치광

고는 상대후보가 누군지를 직접 밝히

지 않은 상태에서 유권자가 광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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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자연스

럽게 부정적 인식이 생기도록 유도하

는 광고로서 본 연구에서 언급되는

간접 비교광고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Pinkleton(1997)은 부정적

정치광고를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공

격하는 공격광고, 양면적 메시지를 이

용하여 비교우위를 강조하는 직접비

교광고, 일면적 메시지를 이용하여 상

대방에 대한 언급 없이 유권자 스스

로의 비교를 유도하는 암시적 비교광

고, 상대방의 정책방향에 대한 부정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부정적 이슈광고,

그리고 상대방의 이미지에 대한 부정

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부정적 이미지

광고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

다.

네거티브 정치광고는 제대로 사용

하면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적

절하게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유권

자들이 광고 주제를 ‘비도덕적’이거나

‘비정책적’으로 평가하게 되어 부메랑

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이경탁, 이

희욱 2007). 뿐만 아니라, 지나친 부

정적 정치광고는 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냉소주의를 조장하기

도 하며, 긍정적 광고에 비해 투표율

이 저하되는 결과도 초래하게 된다.

2. 비교 광고에서의 후보자 
   태도 형성

광고학 연구 분야에서 그동안 많이

언급된 바 있는 ‘광고에 대한 태도가

광고효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에

비추어, 광고에 대한 태도가 제품에

대한 태도의 주요 선행변수가 되고

있다는 의견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다(Brown and Stayman 1992). 김

광수, 조성겸(1996)은 광고에 대한 신

뢰도, 광고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 광

고에 대한 지각 등과 같은 광고태도

가 브랜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준 바 있다. 이와 같이 광

고태도가 광고효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정치광고의 효

과와 관련된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정치광고에 대

한 유권자의 인식과 태도가 정치광고

의 효과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

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

광고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치광고에서

도 유권자의 광고에 대한 태도와 광

고효과 사이의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김창남, 김희진 2010).

그동안 비교광고와 같은 부정적 정

치광고에 대해 유권자들이 비호의적

인 태도를 보인다는 결과를 제시한

연구(Johnson-Cartee and Copeland

1991; Garramone 1984; Merrit 1984)

가 있는가 하면, 부정적 정치광고에

대해 긍정적 판단을 한 유권자에게서

피공격 후보에 대한 부정적 감정의

증가와 공격 후보에 대한 긍정적 감

정의 증가를 발견한 연구(김광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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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겸 1996)들도 있다. 이와 같이 상반

된 연구결과들은 부정적 정치광고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에 따라 광고효

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부

정적 정치광고에 대한 유권자 태도에

대한 심층 연구는 기존의 네거티브

정치광고의 효과와 관련한 연구결과

를 보완할 수 있는 동시에 실제 선거

에서 네거티브 정치광고의 설득효과

를 극대화하고 부메랑 효과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김창남,

김희진 2010).

비교광고와 같은 공격적 정치광고

의 효과는 부정적 편향(negative

bias)이론을 들 수 있다. 즉, 사람들은

사물을 평가할 때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인 정보에 더 높은 비중을 두

게 되며, 개인이나 사물에 대한 태도

형성에 부정적인 정보가 긍정적인 정

보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

이다(Shapiro and Rieger 1992).

Mitchell and Olson(1981)이 광고에

대한 태도가 광고효과를 측정함에 있

어 매개역할을 한다고 주장한 이래

많은 연구에서 광고 태도를 후보자에

대한 태도나 행동의도에 대한 매개요

인으로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

만 비교 광고의 경우 광고 태도가 부

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에 후보자 태도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해답으로

인지적 요소로서의 후보자 인지를 추

가한 이중 매개 모델을 이용한 연구

가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광고 태도와

후보자 태도 사이의 관계를 분석함에

있어 두 개념 사이의 관계만 주로 분

석했던 선행 연구들과 달리 이 사이

의 관계를 이중 매개 모델의 틀 속에

서 인지적 요소인 후보자 인지와 감

정적 요소인 광고 태도의 상대적 영

향력을 실증 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중 매개 모델의 맥락에서

보면 일반 광고 상황에서는 광고태도

가 후보자 인지보다 영향력이 크므로

광고 태도가 후보자 태도를 직접 매

개한다고 가정할 수 있으나 비교광고

상황에서는 후보자 인지의 영향력이

더 크므로 광고 태도가 후보자 태도

를 직접 매개한다고 설명하기 어렵다

(전호성 2005).

그리고 정교화 가능성 모델에 의하면

소비자들이 태도형성과정에서 제품과 관

련된 정보들에 대해 인지적 반응을 보임

으로써 제품에 대한 이해와 학습이 일어

나는 중심경로와 제품정보 외적인 요소에

의한 주변경로와 같은 두 가지 경로에 의

해 특정 대상에 대한 태도가 형성된다고

한다. 소비자들은 비교광고에 노출되면

주변경로에 의한 설득이 이루어지기 때문

에 광고 태도가 후보자 인지에 비해 후보

자 태도가 형성되는 과정에 더욱 큰 영향

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비교

광고를 접할 때 소비자들은 정교성이 동

기화 되고 더욱 많은 인지 노력을 하기

때문에 후보자 인지를 통해 오히려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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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후보자 태도를 형성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비교 광

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감정은

정치 광고에 대한 유권자들의 부정적인

감정처럼 수면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본다(이유재와 전호성 2003). 본 연구에서

는 그동안 상업광고에서 비교광고의 광고

효과에 대해 연구를 수행했던 Grewal et

al.(1997), 전호성(2005), 이유재와 전호성

(2003), 최호규(1995) 등의 연구결과들이

정치광고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

다.

가설 1: 일반광고에서 광고 태도가 후

보자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후

보자 인지가 후보자 태도에 미

치는 영향보다 더 클 것이다.

가설 2: 간접비교 광고에서 광고 태도

가 후보자 태도에 미치는 영향

은 후보자 인지가 후보자 태도에

미치는 영향보다 작을 것이다.

가설 3: 직접비교 광고에서 광고 태도

가 후보자 태도에 미치는 영향

은 후보자 인지가 후보자 태도에

미치는 영향보다 작을 것이다.

3. 연구모형

본 연구는 정치광고에서 후보자가

경쟁상대와의 직접비교, 간접비교 광

고와 일반광고를 대상으로 후보자 태

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광고 태도와

후보자 인지의 상대적 영향력의 차이

를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모형을 요약하면 <그림 1>과 같

다.

광고 

태도

후보자 태도

후보자 인지

<그림 1> 연구모형

(일반광고, 간접비교 광고, 직접비교 광고 동일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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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실험설계 및 절차

1. 실험자극물 

비교 광고는 ‘동일 제품이나 서비스에

있어 적어도 두 브랜드를 명시적 또는 묵

시적으로 비교하는 광고’로 정의되며

(Wilkie and Farris 1975), 비교 정치광

고는 후보자의 장점을 강력하게 주장

하고 상대 후보자의 실책이나 약점에

대해 수용자에게 주입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Johnson and Copeland

1997; 심성욱 2003). 본 연구에서 사

용된 실험자극물은 비교 정치광고가

후보자의 장점을 부각시키면서 상대

후보의 이슈적 또는 이미지 약점에

초점을 맞춘 인쇄광고로 제작하였다.

광고물 제작에 있어 그동안 국내 정

치광고의 인쇄광고를 장기간 담당해

왔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았으며, 그

동안 실제로 선거에 사용되었던 많은

인쇄 광고물을 충분히 검토하여 비슷

한 수준으로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실험에서 제시되는 후보와 비교상

대 후보는 기존의 정치인에 의한 영

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상의 정치인

으로 설정하였으며 실험 대상자들의

갖고 있는 정치성향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당을 배제하고 제

작하였다. 먼저 일반 정치광고에서는

비교대상 후보를 제시하지 않고 단순

히 과거 여러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

능력을 인정받았고, 업무 추진력이 뛰

어나다는 메시지를 포함시켰다. 간접

비교 광고에서는 비교상대로 특정 후

보를 선정하지 않고 선거에 경쟁상대

로 나오게 될 유력후보로 명기하여

본인이 모든 면에서 더욱 훌륭하다는

메시지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직

접 비교 광고물은 후보자와 비교상대

인 후보자 성명을 직접 제시한 비교

광고 형태로써 응답자들에게 제시하

였다.

2. 측정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태도에 관한 단일차원이론

에 근거하여 광고태도를 ‘광고자극에 대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평가’로 정의하였으

며, 변수를 측정함에 있어 선행연구들

(Holbrook and Batra 1987; 이경렬 2001;

이경렬 외 2008; 문재학 2012)에서 사용했

던 측정문항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

정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측정 문항

은 각각 ‘이 광고를 좋아한다’, ‘이 광고에

호감이 간다’, ‘이 광고가 마음에 든다’ 등

3개 문항으로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다

음으로, 후보자 인지를 측정하는 문항은

최호규(1995)와 Homer(1990)가 사용한 문

항을 참고하여 정보성, 유용성과 차별성

인식 정도를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마

지막으로, 후보자 태도를 측정함에 있어

MacKenzie and Lutz(1989), 여준상(2007),

Kim and Tinkham(2005)이 사용했던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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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에 나온 후보자는 믿음이 간다’, ‘광고

에 나온 후보자를 지지한다’ ‘광고에 나온

후보자는 친근하다’등 3개 문항을 7점 척

도로 측정하였다.

Ⅳ. 분석결과

1. 표본의 특성 

본 연구에서는 실험에 참여한 총 350명

의 응답자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

료 13부를 제외하고 최종 337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각 집단별로 일반광고에서는

112부, 간접비교 광고에서는 113부, 직접

비교 광고에서 112부가 유용한 자료로 분

석에 사용되었다. 각 집단에 할당된 표본

의 동질성을 살펴보기 위해 표본 특성에

대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반광고에

해당되는 표본은 남성 51.6% 여성 48.4%

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직접비교 광고에

해당되는 표본에서 남성은 56.7%, 여성은

43.3%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간접비

교 광고에 해당되는 표본에서는 남성

47.9%, 여성 52.1%로 구성되어 있어 3개

조건에 노출된 샘플 사이에는 인구 통계

적 차이가 크지 않고 동질성이 확보되었

음을 알 수 있다.

2.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의 측정항목

들에 대한 신뢰성은 Cronbach's

Alpha 값으로 검정하였으며, 광고태

도의 신뢰성은 일반, 간접비교, 그리

고 직접비교 광고에서 0.809-0.879로

나타났고, 후보자 인지에 대한 신뢰성

은 0.804-0.911로 나타났으며, 후보자

태도에 대한 신뢰성은 0.801-0.914로

나타나 각 측정항목 간의 내적 일관

성을 확인하였다(<표 1> 참조).

<표 1> 측정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결과

항목 요인적재량 고유값 분산 신뢰도

광고태도

일반 3 0.58-0.76 5.15 27.01 0.816

간접비교 3 0.55-0.71 5.61 28.31 0.879

직접비교 3 0.61-0.72 5.14 29.16 0.809

후보자 인지

일반 3 0.64-0.81 2.15 18.24 0.911

간접비교 3 0.53-0.68 2.31 20.06 0.869

직접비교 3 0.64-0.79 2.96 20.78 0.804

후보자 태도

일반 3 0.56-0.75 1.65 9.51 0.914

간접비교 3 0.61-0.75 1.72 9.19 0.851

직접비교 3 0.52-0.67 1.79 10.88 0.801

다음으로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3개 집단에서 각각 Lisrel 8.70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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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신

뢰성 분석에서 사용된 모든 항목의 상관

관계 자료를 PRELIS를 통해 구한 다음

이를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집

중타당성 검토결과 모든 측정항목은 p<

.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요인 적재값의 최저 t값은 9.29로 나타나,

변수를 측정하는 모든 항목들이 집중타당

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표 2> 참조). 마지막으로, 각 변수

들 간의 판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두

잠재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자유롭게 추정

하도록 하는 비제약 모델과 두 잠재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1로 제약하는 제약모델

을 비교하였다. 비교결과 3개 집단에서

모두 제약모델과 비제약 모델의 χ2 값의

차이는 p< .05수준에서 임계치인 3.84를

넘는 것으로 확인되어 판별타당성을 확보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측정도구의 타당성 분석결과(확인적 요인분석)

잠재
변수

측정
문항

일반광고
간접비교
광고

직접비교
광고

경로
계수

t-value 경로
계수

t-value 경로
계수

t-value

광고
태도

광고태도1 1.15 14.01 1.39 11.02 1.24 11.59

광고태도2 1.49 19.02 1.31 10.98 1.19 11.71

광고태도3 1.34 16.98 1.49 13.11 1.31 13.11

후보자
인지

후보자인지1 1.30 14.37 1.09 11.01 1.20 11.09

후보자인지2 1.39 17.29 1.38 10.99 1.61 14.38

후보자인지3 1.38 19.41 1.51 11.64 1.42 15.19

후보자
태도

후보자태도1 1.54 15.99 1.01 9.29 1.49 12.48

후보자태도2 1.26 15.03 1.19 14.05 1.41 14.36

후보자태도3 1.31 18.29 1.31 10.81 1.43 12.01

각 연구 개념에 대한 방향성 및 관계

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3>, <표 4>, <표 5>와 같다.

<표 3> 구성개념들 간의 상관관계행렬(일반광고)

평균 표준편차 1 2 3

광고 태도 5.701 1.297 .000

후보자 인지 4.131 1.241 .119 .000

후보자 태도 6.106 1.798 .621
**

.429
**

.000

주: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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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구성개념들 간의 상관관계행렬(간접비교 광고)

평균 표준편차 1 2 3

광고 태도 5.811 1.461 .000

후보자 인지 4.662 1.402 .250
*

.000

후보자 태도 5.918 1.687 .331* .801** .000

주: * p<.05, ** p<.01

<표 5> 구성개념들 간의 상관관계행렬(직접비교 광고)

평균 표준편차 1 2 3

광고 태도 4.378 1.369 .000

후보자 인지 5.709 1.403 .382** .000

후보자 태도 5.901 1.431 .301
**

.817
**

.000

주: * p<.05, ** p<.01

3. 가설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된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일반광고, 간접비교 광고, 직접비교

광고 3개 집단을 대상으로 각각 측정변수

들을 도입한 실증모형에 대해 Lisrel 8.70

을 이용하여 경로계수가 같다고 제약한

모델과 비제약 모델(자유모델)의 χ2 차이

를 비교하였다(χ2difference test). 먼저 가

설 1의 검정을 위해 광고 태도가 후보자

태도에 미치는 경로계수 0.590과 후보자

인지가 후보자 태도에 미치는 경로계수

0.369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테스트하였다(<표 6>참조). 두 개의 경로

계수가 동일하다고 제약한 모델과 자유모

델 사이에 χ2 차이를 검정한 결과 χ2의 차

이가 10.09(p<0.05)로 나타나 임계치 3.84

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두

경로계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일반광고에서 광고 태도

가 후보자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후보자

인지가 후보자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비

해 더 크다는 가설 1은 지지되었다. 두

개의 경로계수 값이 다르다고 가정한 자

유 모델의 적합도 지수는 χ2(69)=141.16

RMSEA=0.065, NFI=0.929, CFI=0.968,

GFI=0.89, AGFI=0.85로 나타나 모델 적합

도에 있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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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가설검증결과

경로
경로
계수

T-
value

χ2 차이
검정
결과

일반광고
광고 태도 → 후보자 태도 0.590 8.12

χ2 차이 = 10.09 채택
후보자 인지 → 후보자 태도 0.369 5.26

간접비교
광고

광고 태도 → 후보자 태도 0.244 5.06
χ2 차이 = 13.97 채택

후보자 인지 → 후보자 태도 0.639 8.09

직접비교
광고

광고 태도 → 후보자 태도 0.219 5.61
χ2 차이 = 15.91 채택

후보자 인지 → 후보자 태도 0.721 11.32

본 연구에서 가설 2는 간접비교 광고에

서 광고 태도 → 후보자 태도 < 후보자

인지 → 후보자 태도일 것으로 가정하였

다. <표 6>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간

접비교 광고에서 광고 태도가 후보자 태

도에 미치는 경로계수는 0.244로 후보자

인지가 후보자 태도에 미치는 경로계수

0.639보다 작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두

경로계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를 확인하기 위해 마찬가지로 동질성 제

약을 둔 제약모델과 제약을 하지 않은

자유 모델과의 χ2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χ2 차이가 13.97(p<0.05)로 임계

치인 3.84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두 경로

계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간접비교 광

고에서 후보자 인지가 후보자 태도에 미

치는 영향이 더욱 크다는 가설 2도 지지

되었다. 여기서 자유모델의 적합도 지수

는 χ2(69)=123.96, RMSEA=0.057,

NFI=0.942, CFI=0.969, GFI=0.93,

AGFI=0.89로 모델 적합도가 비교적 양호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비교 광고에서도 간접비교 광고와

마찬가지로 광고 태도 → 후보자 태도 <

후보자 인지 → 후보자 태도일 것으로 가

정한 가설 3을 검정하기 위해 자유모델과

제약모델의 χ2 차이를 테스트하였다. <표

3>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직접비교 광

고에서 광고 태도가 후보자 태도에 미치

는 경로계수는 0.219으로 후보자 인지가

후보자 태도에 미치는 경로계수 0.721에

비해 훨씬 작게 나타났다. 가설 1과 가설

2의 검정방법과 마찬가지로 두 경로계수

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확인하

기 위해 제약모델과 비제약 모델 사이의

χ2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χ2

차이가 15.91로 임계치인 3.84보다 큰 것

으로 나타나 두 경로계수의 차이가 통계

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따라서 직접비교 광고에서 후보자 인

지가 후보자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광고

태도가 후보자 태도에 미치는 영향보다

더욱 클 것이라는 가설 3도 지지되었다.

여기서 자유모델의 적합도 지수는 χ
2
(69)=133.12, RMSEA=0.051, NFI=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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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I=0.969, GFI=0.91, AGFI=0.88으로 모

델 적합도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

났다.

Ⅴ.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그동안 많은 선행연구에서 비교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제

품선택과 평가에 도움을 주고 경쟁을 유

발하여 품질향상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비

교 광고의 사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한편 비판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비교

광고는 소비자의 정보부하와 경쟁상표에

대한 애호도가 높은 사용자들의 반박을

일으켜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비윤

리적인 광고주들의 공정하고 진실 된 정

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상업광고를 대상

으로 수행된 비교광고 상황에서의 광고

태도와 브랜드 태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를 정치광고에 적용시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로, 직접비교 광고에서는 후보자

인지가 후보자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광

고 태도가 후보자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

에 비해 훨씬 크게 나타났다. 두 경로계

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

으므로 직접비교 광고에서 인지적 요소인

후보자 인지가 후보자에 대한 태도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상업광고를 대

상으로 수행된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

둘째로, 간접비교 광고에서도 직접비교

광고와 마찬가지로 후보자 인지가 후보자

태도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간접비교 광고에서도 소비자

들은 중심경로를 통해 메시지를 처리함으

로써 그 효과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장

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직접비교 광고에 비해 두 경로계수 간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

다. 마지막으로, 일반 광고에서 인지적 요

소인 후보자 인지보다 감정적 요소인 광

고 태도가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

한 결과는 그동안 여러 선행연구에서 입

증한 바와 같다. 즉 일반 정치 광고에서

도 일반 광고와 마찬가지로 광고에 대한

태도는 광고 인지와 후보자 태도 사이를

매개하는 변수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

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로부터 이중처

리태도모델이 정치광고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됨을 알 수 있다. 즉, 이중처리태도모

델이 광고 태도와 후보자 태도 사이의 관

계를 설명할 수 있는 보편적인 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직접비교 광고와 간접비교

광고에서 모두 광고 태도가 후보자 태도

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은 상당히 미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간접비교와 직

접비교 광고에서 유권자들은 광고 메시지

에 대한 집중을 통해 간접적으로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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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태도가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대방의 단점을 부각시키는 비교

광고와 같은 부정적 정치광고의 사용

에 대해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왔

지만 미국은 지난 70년대 이래로 부

정적 정치광고의 사용이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마찬가

지로 비교광고, 공격광고 등과 같은

부정적 정치광고의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유권자

들이 부정적 정치광고를 싫어하고 그

내용을 불신한다는 결과를 보여주지

만, 부정적 정치광고의 효과에 대한

결과는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따라

서 그동안 비교광고, 공격광고와 같은

부정적 정치광고의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다양한 조절변인들의 조절효과

를 분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대부분 선행연구에서 부정적 정치

광고가 긍정적 정치광고에 비해 더욱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유권자들이 보통 긍정적

정보보다 부정적 정보를 더 심도 있

게 처리하고, 부정광고를 싫어는 하나

동시에 잘 기억하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인상과 평가를 함에 있어 더욱

부정적 정보를 더욱 심각하게 처리한

다는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중

처리태도모델을 정치광고에 적용시켜

비교광고 상황에서 광고태도와 후보

자 태도 사이의 관계를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여러 전략적 시사점을 제

공함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점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실험대상을 부산

지역 대학생으로 한정하였기에 연구결

과를 전국적으로 일반화시키는 데 문제

가 있다. 정치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

로 적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이기 때문에 정치광고에 대한 관여

도가 중장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며, 따라서 향후 다양한 연령층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연구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

니라, 본 연구는 인쇄광고를 제작하여

분석했기 때문에 향후 영상매체를 대상

으로 분석함으로써 연구의 범위를 확대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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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ve Influence of Political Ad Attitude and Candidate

Cognition On the Candidate Attitude

- Focused On Direct Comparative, Indirect Comparative, and Noncomparative Ad -

Moon, Jae-Hak
*

This study compares the relative effectiveness of affective factor(Ad attitude) and

cognitive factor(candidate cognition) on candidate attitude among three ad types -

direct comparative, indirect comparative, and noncomparative ads. The results showed

that in direct comparative advertising context the candidate cognition is dominant in

determining candidate attitude. In indirect comparative advertising context candidate

cognition is also dominant in determining candidate attitude, but the difference is less

than direct comparative advertising. In noncomparative advertising context the ads

attitude is dominant in determining candidate attitude. According to research

outcomes, it could be said that direct comparative advertising is more effective than

indirect comparative advertising in political advertising area.

Key Words: Political Advertising, Advertising Attitude, Candidate

Cognition, Candidate At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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