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ulinary Science & Hospitality Research 23(7), 204-219; 2017

1. 서  론

오늘날 먹방․쿡방 프로그램이 많아지고 혼밥(혼자 먹는
밥) 문화가 확산되면서, 식사대용품과 식료품 광고가 각각
3위와 5위에 오를(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016) 정도로 외식산업의 시장규모가 점차 커짐에 따라 외
식기업들은 광고를 통하여 제품이나 브랜드를 알리려는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고시장은 종편채널의 공격적인 광고
영업의 움직임과 함께인터넷과모바일 등 웹서비스를기반

으로 하는 광고도 급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뉴미디어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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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ole of celebrity’s traits on food service enterprises’ media 
engagement, advertising effect (AD effect) and purchasing intention. Based on advance research, struc-
tural model of relationship between celebrity’s traits and media engagement, AD effect and promotion 
of purchase was developed among the proposed constructs. Few empirical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test the model. Date collection of study was from June 1st, 2017 to June 30th, distributing total of 
300 issues and collecting total of 290 issues. Total of 271 questionnaires were used as the final analysis 
data as the nineteen questionnaires included missing information.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Celebrity's Traits significantly affected media engagement, AD effect and purchasing intentions. 
More specifically, mediating effect among the celebrity’s traits and AD effect which came from media 
engagement was valid only if the subject of advertising effectiveness was on brands attitude. Based on 
the findings, theoretical and managerial implications were discussed to make one conclusion. As the 
media engagement was identified as a mediator between celebrity’s traits and AD effect, certain brands 
which tend to enhance their AD effectivity should liaison proper celeb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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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연평균 21.2%의 고성장을 보이고 있다(Han & Moon, 
2013). 이는 유명한 모델의 높은 인지도가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므로 브랜드 차별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며, 유명
인이 정보원으로서 지니고 있는 잠재적인 장점들 때문에 기

업들은 국내외적으로 광범위하게 유명인 모텔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Lee & Park, 2014). 
기업은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유명인 모델들로 하여금

광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이는 많은 광고량이 넘쳐
나는 매체환경에서 유명인 모델의 광고 메시지가 소비자들

의 주의를 끄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며(Kim & 
Yu, 2008), 유명인이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 등의 광고효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Campbell & Keller, 2003). 소비자의 5명중
3명은 물건을 구매할 때 광고에서 본 정보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광고를 많이 한 브랜드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016).    
실제로 외식산업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 모델을 활

용한 광고나 마케팅활동을 통하여 제품브랜드 이미지를 변

화시키고, 매출증대에 실질적 효과를 얻고 있다(Kim & Yu, 
2008). 광고모델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려져 있는 정
도에 따라 유명인과 비유명인, 제품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
유하는 정도에 따라 전문가와 비전문가(Chen & Lee, 2015), 
일반소비자, 최고경영자 등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연
예인이나 운동선수와 같은 유명인 모델에 대한소비자의 호

감도는 제품이나 브랜드 태도에 영향을 준다(Lei & Kim, 
2014). 광고에 출연한 유명인 모델들은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를 이용한 광고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먹방․
쿡방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유명셰프 백종원이나 이연

복 등 각종 광고에서 광고모델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는
셰프의 이미지가 외식산업에서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력

이 크다는 것을보여준다고할 수 있다. 또한 유명인모델에
영향을 미치는 인게이지먼트를 TV, 잡지, 인터넷 등 3개의
미디어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는데, 인게이지먼트가 광고수
용, 구매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으
며(Kilger & Romer, 2007), 소비자 행동 분야에서는 인게이
지먼트를 소비자가 특정 대상에 열정적으로 관여되어 있거

나 몰입되어 있는 상태로 파악하고 있고(Simons, 2002), TV
의 경우, 인게이지먼트가 높을수록 TV프로그램에 노출되는
광고의 광고효과가 높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나타났으며

(Lee & Jang, 2009), 잡지, 지상파 TV, IPTV에서도 역시 미디
어 인게이지먼트가 높을수록 미디어에 대한 경험, 메시지
상기도, 광고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Lee, Choi, Park & 
Choi, 2010).
유명인 모델 연구로 Kim과 Park(2012)은 TEARS 모델 측

면에서 유명인 광고모델 속성의 효과를 분석하였고, Hyun 

(2012)은광고효과를통한체인레스토랑기업의브랜드강화과
정을 연구하였다. 또한, 외식산업에서 연구로는 Peng(2016)
이 연구한 유명인 광고모델속성이 외식브랜드에 대한 애착

과 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고, Park(2011)은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광고 모델속성이 광고태도와 브랜드

태도 그리고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으며, Kim
과 Yu(2008)는 연예인 광고모델 속성이 외식브랜드에 미치
는 광고효과 분석하였다. 유명인모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나, 유명인 모델의 속
성이 미디어 인게이지먼트를 통한 광고효과에 관한 연구는

외식산업에서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
러한관점에서 볼 때, 유명인 광고 모델의 속성에 의한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인지구조속 광고가 어

떻게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소비
자들이 광고를 보는 과정에서의모델의 속성은 광고 효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본 연구는유
명인 모델의 속성이 외식기업의 미디어 인게이지먼트, 광고
효과 및 구매의도와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는 광고미디어를 시청하는 소비자들이 외식상품을 구매

하는데 있어서 객관적 혹은 주관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유
명인 모델의 속성이 미디어 인게이지먼트를 통한 광고효과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소비자들의 유명인 모델속성

에 대한 이해는 외식산업에서 외식상품구매행동을 이해하

는데 학문적 뿐만 아니라, 실무적 관점에서도 중요한 시사
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이론적 배경

2.1. 유명인 광고 모델

광고 모델의 이미지는 브랜드나 제품의 이미지로 전달되

어 소비자에게 특정 브랜드나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친근하

게 함으로써, 광고모델이 소비자를설득시키도록돕는다. 이
러한 광고모델의 효과는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시간
적․공간적․시각적․청각적 등 한정된 범위 안에서 광고

물의 내면적 가치를 올려주어 수용자에게 심리적으로 메시

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Park, 2000). 이는 유명인을
광고모델로 이용하는 이유는 대중에게 잘 알려진 인물을 통

해 소비자에게 높은 수준의 주의와 회상을 유도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광고주의 믿음 때문이며(Oha-
nian, 1991), 소비자의 태도와 행동에 호의적으로 영향을 미
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Shimp, 2010). 

Tapp과 Anglin(1990)은 신뢰도에 따른 상품 정보성에 대
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신뢰도가 높은 유명인일수록 상품
정보 제공 광고 시 광고에 대한 정보성이 증가한다는 결과

를 얻었으며, Amanda, Ravi와 T. Bettina(2011)는 유명인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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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성은 광고효과, 브랜드 인식, 브랜드 리콜, 구매의도와 구
매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신뢰도의 주요 차원은
전문성(expertise), 객관성(objectivity), 매력성(attractiveness)
이 있으며(McCracken, 1989), Ann과 Oh(1997)의 연구에서도
광고모델 전반적인 속성의 구성요소로 전문성(expertise), 진
실성/정직성(truthworthness), 매력성(attractiveness)이 작용한
다고 하였다.
전문성이란 광고되는 상표에 관한 특정한 기술, 지식 혹

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으로 볼 수 있다(Shimp, 2010). 
이에 따른 태도변화의 정도는 정보원의 지식, 교육, 사회적
지위, 나이 등 사회적인 위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되며, 
수신자가 정보원에 대해 전문가라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을

수록 설득력은 커지게 된다. 커뮤니케이션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정보원관계요인으로 정보원의매력성을들 수 있으

며, 매력성이란 일반적으로 신체적․심리적 매력을 포함하
는데(Kim, Seo & Kim, 2009), 이 때 심리적 매력은 친근감, 
호감성, 유사성에 의해 결정된다(Alexis, 1985). 호감성은 광
고모델의 신체적 외모나 행동에 의한 감정이며, 유사성은
광고모델과 소비자의 닮은 정도라고 정의된다(McCracken, 
1989). 친근감의 경우, 노출과정을 통해 광고모델이 알려진
정도라고정의할수있는데, 호감성과의상관관계가높아호
감성에 포함된다. 이들 세 요소들은 서로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데, 유사성은 친근감을 이끌어내며, 여기서 다시 호감성
이 생기게 되고, 호감성 역시 친근감을 이끌어내며, 이것이
다시 유사성을 이끌어낸다. 이러한 순환적인 과정 속에서
상호간의 강화작용을 하게 된다(Percy & Rossiter, 1980).

2.2. 광고효과

2.2.1. 광고태도

태도는 광고 및 소비자 행동분야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개

념들 중 하나이며, 따라서 많은 학자들에 의해 이에 대한 연
구가 행해졌다. 광고가 얼마나 마케팅 목표를 달성했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광고효과는 과거에는 양적인 측면에서의 접

근만 이루어져 왔다. 즉, 광고비, 광고 노출 정도, 광고비 점
유율 등과 광고 투자량이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파

악한 것인데, 이는 광고효과가 어떻게 발생하는 가의 과정
은 설명하지 못하였다(Sin & Im, 2004). 
그 후, 광고효과에 대한 연구는 소비자의 반응을 주시하

여 광고 커뮤니케이션 효과에 주목하게 되었으며, 이와 같
은 연구는 광고 구성요소에 따른 광고에 대한 태도는 구매

의도에 영향을 주어 광고태도와 광고효과간의 높은 상관관

계가 있음을 밝혀내었을 뿐만 아니라(Batra & Ray, 1986), 광
고를 얼마나 가치 있고 유용한 것으로 보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것을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는 광고의 설득효과에

광고태도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Kim & Park, 

2012). Mitchell과 Olson(1981)은 광고에 대한 브랜드의 속성
은 소비자의 신념뿐 아니라, 광고태도와 브랜드 태도 형성
에중요한역할을할수있다고하였다. 즉, 광고가소비자들
에게 상표에 대한 여러 속성과 정보를 전달하고, 이에 따른
태도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광고 자체에 가
지는 호의적인 감정을브랜드 선택 시 노출시킴으로써광고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밝힘으로써, 광고의 이
중적 효과에 대해 증명하였다. 

2.2.2. 브랜드 태도

브랜드태도란특정브랜드에대한 개인이 지속적으로 갖

고 있는 좋거나 나쁜 느낌으로 브랜드에 대한 전반적 평가

로 정의되는데, 어떤 대상에 대하여 일관성 있게 호의적이
거나 비호의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학습된 선유경향으로 특

정대상에 대한 태도는 그 대상에 대한 주요 속성들에 느끼

는 중요도와 브랜드에 대한 신념으로 결정된다(Fishbein & 
Ajzen, 1975). Wilkie(1990)는 브랜드 태도에 대해 소비자의
브랜드에 대한 총체적 평가라고 정의하였으며, Haugtvedt와
Petty (1992)는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하여 경
쟁적인 상황에 있어 공격을 방어하는 중요한수단이라고 하

였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의 브랜드 태도 형성은 브랜드
속성 및 활동과 애착 관계가 형성되어 특정사항에 따라 결

정되며, 소비자가 행하는 행동이나 선택은 브랜드의 전체
평가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Keller, 2003). 소비자
들은 이러한 브랜드의 기능들을 충족하고자 브랜드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고, 이것이 구매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므로 브랜드 태도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소비자의광고에 대한감정적 반응은 광고모델에 대한태도

(Chio, 2016)와 브랜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Kim & Park, 
2012). 특히 브랜드 태도가 마케팅 조사에 있어 중요한 이유
는 태도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소비자 행동을예측하는지표

가 될 뿐 아니라, 사회심리학의 태도 형성과 관련된 이론적
모델을 제공하기 때문이다(Mitchell & Olson, 1981).

 
2.3. 인게이지먼트

미디어환경의변화는기업과소비자들간의 다양한커뮤

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며, 이러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효
과에 세밀하게 접근하기 위하여 최근 인게이지먼트라는 개

념이 부각되고 있으나, 연구자마다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인게이지먼트란 다양해지는 미디어의 세분화에 따
라소비자나고객의주의를오랫동안강력하게유지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Lee, 2014). Higgins, 
Marguc와 Scholer(2009)는 인게이지먼트를 ‘참여, 점유, 완전
히흡수또는무언가에몰두하는상태’로묘사했으며, Brown
과 Cairns(2004)는 이머전(immersion)을 인게이지먼트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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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개념으로 전제하고, 인게이지먼트는 ‘Engagement - 
Engrossment - Total Immersion’으로 이루어진 관여의 3단계
중 첫 단계라고 규정하였다. 하지만, 심리학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는 인게이지먼트를 콘텐츠와 결합한 총체적인 정

량적 경험(Malthouse & Calder, 2007)이라고 정의하였으며, 
Ephron(2006)은 소비자와 미디어 환경과의 노출관점부터 질
적인 면에 이르기까지 집중과 관련성등을 측정하는 것으로

인게이지먼트를 규정하였다. 이는 소비자들의 관심사에 부
합하는 콘텐츠 생산과 소비자의 프라이버시 및 라이프스타

일을 면밀히 분석하여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

는 것이 중요하다(Lee & Jang, 2009). Schaufeli, Salanova, 
González-Romá와 Bakker(2002)는인게이지먼트가활력(vigor), 
전념(dedication), 몰두(absorp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
으며, Eubank(2006)는 인게이지먼트를 미디어 인게이지먼
트, 광고 인게이지먼트, 브랜드 인게이지먼트로 나누고, 커
뮤니케이션 메시지가 광고를 통해 브랜드 선호를 형성하고, 
구전 및 구매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높기 위해서는 인게이

지먼트가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Bahary와 Fielding(2005)
은 인게이지먼트 구성요소를독자와의 관계, 구독이유, 잡지
구독의 방법, 브랜드 상상, 크리에이티브 집행, 브랜드 메시
지 수용성 등 6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며, Calder와 Mal-
thouse(2004)는 ‘경험’을 온라인에서의 인게이지먼트를 구성
하는 하부요인으로 파악하고, 인게이지먼트의 척도로 사용
하였다. Kim과 Kim(2014)은 미디어 인게이지먼트의 5개 속
성(만족․참여․몰입․관심․연관) 사이의 상관성을 검증
한 결과, 소비자가 갖는 만족과 신뢰는 직접적인 참여로 이
루어지지 않으며, 대상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 몰입과 참여
로 이어진다는 결과를 도출하여 정보품질의 중요성을 제시

하였다. 

2.4. 구매의도

구매의도란 소비자가 구매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미치는

결정 요소로서 구매 행동을 하고자 하는 말로 정의 내릴 수

있으며(Woo & Go, 2016), Aaker(1997)는 소비자의 미래행동
을 암시하는 것으로써 신념의 태도가행동으로이루어질 가

능성이 있다고 하였다(Park & Han, 2016). 구매의도는 마케
팅 분야의 연구에서 중요시 되고 있으며, 연구자들이 이에
흥미를 갖는 것은 그것이 소비자 행동부분에 밀접한 연관성

이 있기 때문이다(Tsiotsou, 2006). Petty & Cacioppo(1981)은
소비자의 의사결정이 주로 구매행동에 대한 예측으로 이루

어지며, 해당 제품의 속성에 대한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태
도가 형성될 때 보다 높은 구매의도가 형성되고, 구매로 이
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Engel & Blackwell(1982)은 소
비자의 제품 구매 여부는 구매태도보다 구매의도에 더욱 많

은 영향을 받으므로 구매의도가 더 정확한 행동을 예측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였다. 소비자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낸(Lee, 2016) 구매의도는 신념의 태도가 행동으
로 이루어질 가능성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광고와 관련하
여도 광고효과를 측정하는 변인으로서 작용되며, 모든 광고
의 최종 효과지표라 할 수 있다(Mok, 2001). Mackenzie et 
al.(1986)은 광고에 대한 태도와 브랜드에 대한 태도, 구매의
사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연구하여 구매의사에 영향을미치

는 요인에 대하여 알아내었으며, Lee와 Jang(2009)은 앱에
대한 인게이지먼트가 높을수록 광고에 대한 태도나 브랜드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나,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밝혀내었으며, Amanda, Ravi와 T. Bettina(2011)는 유명인
의 신뢰성은 광고효과, 브랜드 인식, 브랜드 리콜, 구매의도
와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Park과 Kim(2001)
의 연구에서는 인터넷광고의 광고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

간의 관계에서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입증

하였으며, Lee, Kim과 Park(2006)의 연구에서도 외식업체 전
단광고에대한 감정적반응의 광고 태도가 구매의도에부정

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혀내어, 광고의 수단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설정

본 연구는 Alexis(1985)가 제시한 유명인 모델 속성 친근
감, 호감성, 유사성과 Ann과 Oh(1997)가 제시한 전문성(ex-
pertise), 진실성/정직성(truthworthness), 매력성(attractiveness) 
등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유명인 광고 모델의 속성 중 호감

도, 전문성, 유사성이광고효과와 미디어인게이지먼트에미
치는 영향과 광고효과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및 미디어

인게이지먼트가 매개효과 역할을 한다는 전제하에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요한 정보원 관계요인으로 정보원

의 매력성을 들 수 있는데, 매력성이란 일반적으로 신체
적․심리적 매력을 포함하는데, 심리적 매력은 친근감, 호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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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 유사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으며(Alexis, 1985), 
Ann과 Oh(1997)는 광고모델 전반적인 속성의 구성요소로
전문성(expertise), 진실성/정직성(truthworthness), 매력성(attrac-
tiveness)이 작용한다고 하였다. 호감성은 광고모델의 신체
적 외모나 행동에 의한 감정이며, 유사성은 광고모델과 소
비자의 닮은 정도라고 정의된다(McCracken, 1989). 친근감
의 경우, 노출과정을 통해 광고모델이 알려진 정도라고 정
의할 수 있는데, 호감성과의 상관관계가 높아 호감성에 포
함된다. 이들 세 요소들은 서로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데, 유
사성은 친근감을 이끌어내며, 여기서 다시 호감성이 생기게
된다. 호감성 역시 친근감을 이끌어내며 이것이 다시 유사
성을 이끌어낸다. 이러한 순환적인 과정 속에서 상호간의
강화작용을 하게 된다(Percy & Rossiter, 1980). Ferle와 Choi 
(2005)는 한국광고에서 지각된 유명인 모델 신뢰성의 중요
도를 연구한 결과, 유명인 모델의 지각된 신뢰성은 광고 태
도와 브랜드 태도 그리고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며, 광고
태도는 브랜드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브랜드 태도는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유명인 광고 모델의 속성에 의한 광고효과를 측정하
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인지구조 속 광고가 어떻게 받아들여

지는지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소비자들이 광고를
보는 과정에서의 모델의 속성은 광고 효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명인 광고모델
속성 중 전문성․호감성․유사성의 세 가지 변수를 통하여

소비자들의 외식기업에 대한 광고효과에 미치는 영향 관계

를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통해 설정하였다.

<H1> : 유명인 모델 속성은 광고효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전문성은 광고태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유사성은 광고태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호감성은 광고태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4>: 전문성은 브랜드 태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1-5>: 유사성은 브랜드 태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1-6>: 호감성은 브랜드 태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소비자는광고를 통해제공받은제품에대한다양한 정보

를 개별적으로 인지하여 구조화하는데, 광고에 대한 인지가
광고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요소이며, 브랜드에 대한 인

지는 브랜드 태도에 인과적인 선행요인으로 가정하고 있다

(Park, 2011). Suh와 Kim(2003)은 브랜드 태도는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연구를 통해 밝혀내었으며, Ferle와
Choi(2005)는 광고태도가 브랜드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브
랜드 태도는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An과 Kim(2008)은 웹 사이트의 기능과 구조적 특성에 대한
사용자 인식이 해당 웹 사이트에 대한 태도와 나아가 해당

브랜드에대한 태도 및 충성도에도 긍정적인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아냄으로써 브랜드 태도가 기업의 중요한 자산으로

타사와 구별되는 소비자의 의사결정 행동을 유발할 수있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이에 선행연구를 토대로 광고효과와
구매의도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로 설정하였다. 

<H2> : 광고효과는 구매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H2-1>: 광고태도는 구매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2-2>: 브랜드 태도는 구매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Friedman(1979)는 전문가나 일반인 등장하는 광고보다 유
명인이 등장하는 광고에 있어 소비자는 더욱신뢰감을가지

고 호의적인 광고태도를 갖는다고 하였다. Wang(2006)은 인
게이지먼트란 주변 콘텍스트(context)를 기반으로 브랜드의
메시지가 만들어지는 콘텍스트 환경과의 관련성을 측정하

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크게 광고․미디어․브랜드로 분류
되어 환경을 구성한다고 하였다. 유명인 모델에 영향을 미
치는 인게이지먼트를 TV, 잡지, 인터넷 등 3개의 미디어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는데, 인게이지먼트가 광고수용, 구매가
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으며(Kilger & 
Romer, 2007), Eubank(2006)는 소비자에게 커뮤니케이션 메
시지를 통한 설득이 구매로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적절한

미디어 인게이지먼트가 구성되어야 하며, 소비자의 경험과
광고 커뮤니케이션의 조화를 통한 브랜드 선호와 구전으로

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브랜드 인게이지먼트를 갖추고 있

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선행연구를 토대로 유명인 모델
속성과 미디어 인게이지먼트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연구

가설로 설정하였다.
 
<H3> : 유명인 모델 속성은 미디어 인게이지먼트에 유의

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1>: 호감성은 미디어 인게이지먼트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2>: 전문성은 미디어 인게이지먼트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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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3>: 유사성은 미디어 인게이지먼트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Kim과 Kim(2014)은 미디어 인게이지먼트의 5개 속성(만
족․참여․몰입․관심․연관) 사이의 상관성을 검증한 결
과, 소비자가 갖는 만족과 신뢰는 직접적인 참여로 이루어
지지 않으며, 대상에 대한 관심이있을 때몰입과 참여로 이
어진다는 결과를 도출하여, 정보품질의 중요성을 제시하였
다. Oh(2007)는 미디어 인게이지먼트를 미디어 및 프로그램
과 광고의 정성적 가치를 평가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하며, 
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이해, 관여, 관심, 선호, 신뢰, 만족, 
타겟 연관성, 집중도, 제품 수용성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다양한 측면을 측정할 수 있는 복합적 의

미의 개념이라고 정의하였다. Wang(2006)은 미디어 인게이
지먼트란 브랜드 메시지와 매체간의 관련성이라고 정의하

고, 미디어 인게이지먼트를 메시지 관여도의 사전조건이라
고 설명하였으며, 미디어 인게이지먼트는 광고태도, 브랜드
태도, 구매행동의도 등에 영향을 미친다(Chung & Jo, 2012). 
따라서, 소비자의 미디어에 대한 인게이지가 높을수록 광고
효과에 대한 인게이지먼트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

다. 이에 선행연구를 토대로 미디어 인게이지먼트와 광고효
과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로 설정하였다. 

<H4> :  미디어 인게이지먼트는 광고효과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1>: 미디어 인게이지먼트는 광고태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2>: 미디어 인게이지먼트는 브랜드태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 : 미디어 인게이지먼트는 유명인 모델 속성과 광고
효과 사이에 매개효과를 줄 것이다. 

   <H5-1> : 미디어 인게이지먼트는 전문성과 광고태도
사이에 매개효과를 줄 것이다. 

   <H5-2> : 미디어 인게이지먼트는 유사성과 광고태도
사이에 매개효과를 줄 것이다. 

   <H5-3> : 미디어 인게이지먼트는 호감성과 광고태도
사이에 매개효과를 줄 것이다.

   <H5-4> : 미디어 인게이지먼트는 전문성과 브랜드 태
도 사이에 매개효과를 줄 것이다.

   <H5-5> : 미디어 인게이지먼트는 유사성과 브랜드 태
도 사이에 매개효과를 줄 것이다. 

   <H5-6> : 미디어 인게이지먼트는 호감성과 브랜드 태
도 사이에 매개효과를 줄 것이다.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외식기업의

유명인 모텔의 속성이 미디어 인게이지먼트, 광고효과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미디어 인게이지먼트가 유명인

모텔 속성과 광고효과 사이에서 매개효과가 있다는 변수에

대해 선행연구를 기초로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3.2.1. 유명인 모텔의 속성요인

유명인 모델의 속성에서 중요한 정보원 관계요인으로 정

보원의 매력성을 들 수 있으며, 매력성이란 일반적으로 신
체적․심리적 매력을 포함하는데, 이 때 심리적 매력은 친
근감, 호감성, 유사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으며(Alexis, 
1985), Ann과 Oh(1997)는 광고모델 전반적인 속성의 구성요
소로 전문성(expertise), 진실성/정직성(truthworthness), 매력
성(attractiveness)이 작용한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유명
인 모델의 속성을 호감도, 전문성, 유사성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유명인 모텔의 속성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유
명인 모텔은 나와 비슷하다 등 14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척도는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3.2.2. 광고효과요인 

광고태도(Aad: attitude toward the advertise)는 광고 그 자
체에 대한 태도로서 특정 광고물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정

도를 말하며(Jang, 2011), 브랜드 태도란 특정 브랜드에 대한
개인이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 좋거나 나쁜 느낌으로 브랜드

에 대한전반적평가로 정의되는데(Kwon & Lee, 2010), 어떤
대상에 대하여 일관성 있게 호의적이거나 비호의적으로 반

응하게 하는 학습된 선유경향으로, 특정대상에 대한 태도는
그 대상에 대한 주요 속성들에 느끼는 중요도와 브랜드에

대한 신념으로 결정된다(Fishbein & Ajzen, 1975). 또한 Mac-
Kenzie, Lutz와 Belch(1986)는 이중중재가설 등을 통해 광고
에 대한태도와 브랜드에 대한태도로 광고효과를 측정했으

며, Ko와 Mok(2001)은 광고효과 요인을 광고태도, 제품태도
그리고 브랜드 태도로 나뉘어 설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광고효과요인을 광고태도와 브랜드 태도로 정의하

고, 광고효과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나는 그 외식 브
랜드에 신뢰가 간다 등 9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척도는 리
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3.2.3. 미디어 인게이지먼트요인 

Eubank(2006)는 인게이지먼트를 미디어 인게이지먼트, 광
고 인게이지먼트, 브랜드 인게이지먼트로 나누고, 커뮤니케
이션 메시지가 광고를 통해 브랜드 선호를 형성하고, 구전
및 구매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위해서는 인게이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Bahary & Fielding(2005)은 인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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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먼트구성요소를 독자와의관계, 구독이유, 잡지구독의 방
법, 브랜드 상상, 크리에이티브 집행, 브랜드 메시지 수용성
등 6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며, Calder & Malthouse(2004)
는 ‘경험’을 온라인에서의 인게이지먼트를 구성하는 하부요
인으로 파악하고, 인게이지먼트의 척도로 사용하였다. 또한
Higgins, Marguc와 Scholer(2009)는 인게이지먼트를 '참여, 점
유, 완전히 흡수 또는 무언가에 몰두하는 상태'로 묘사했다. 
이에 우리말로 옮겨 놓았을 경우, 각각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인게이지먼트’라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인게이지먼트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그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실생활에 도움이 된

다 등 7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척도는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3.2.4. 구매의도요인

구매의도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려고 하는 소비자

의 경향이자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구입함에 있어 어느 정

도 특정한 미래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한다(Park,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매의도요인을 측정하기 위
한 문항은 향후 그 외식 브랜드 상품 구매는 바람직하다 등

4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척도는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
였다.

3.3. 표본의 선정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를 위해 외식기업의 유명인 모델 속성이 광고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 주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유명인모델의 광고를 본 소비자들이 외식기업 상품

에 대한유명인 모델(연예인, 운동선수, 유명쉐프 등)의속성
으로 인해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하였고, 설문조사 기간은 2017년 06월 01일부터 2017년
06월 30일 동안 실시하였으며, 총 설문지 300부 중에서 290
부를회수하여 19부의 불성실 및실증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설문지를 제외한 271부를 실증분석에 이용하여, SPSS 20.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사용된 통계
기법은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4. 실증분석

4.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현황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현황은 Table 1과 같다.

4.2. 측정도구의 평가 및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 일관성 있는 측정을 위한 설문지 항목 간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내적일관성을 측정하는 크론바흐
알파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항목
의 크론바흐 알파 계수가 0.6 이상의 값을 기준으로 판단하

Variables N Percentage
(%)

Cumulative 
ratio(%)

Gender
Male

Female

108

163

39.9

60.1

39.9

100.0

Mar-
riage
state

Married

Single

 92

179

33.9

66.1

33.9

100.0

Age

20～29

30～39 

40～49

50～59

60 or more

155

 41

 31

 42

  2

57.2

15.1

11.4

15.5

0.7

57.2

72.3

83.8

99.3

100.0

Edu-
cation

High school

2～3 years College

University

Graduate school

 25

115

 88

 43

9.2

42.4

32.5

15.9

9.2

51.7

84.1

100.0

Job

Student

Service job

Sales

Professional job

Office

Self-employ

Technition

Official 

Housewife

Etc.

125

 25

  5

 42

 24

 15

  9

  7

 11

 11

46.1

9.2

1.8

15.5

8.8

5.5

2.2

2.6

4.1

4.1

46.1

55.4

57.2

72.7

81.5

87.1

89.3

91.9

95.9

100.0

Salary

Less then 1 million

1～2 million

2～3 million

3～4 million

4～5 million

5～6 million

Over then 6 million

120

 39

 45

 20

 27

 11

  9

44.3

14.4

16.6

7.4

10.0

4.1

3.3

44.3

58.7

75.3

82.7

92.6

96.7

100.0

Sum 271 100.0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외식기업의 유명인 모델 속성이 미디어 인게이지먼트, 광고효과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211

였으며, 직각회전 방법인 베리멕스(Varimax)방법을 이용하
여 요인적재량의 단순화를 시켰다. 요인 추출과정은 고유값
(eigenvalue)이 1보다 큰 요인들로 만을 가지고 요인화 시켰
으며, 각 구성개념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공통성이 0.4보
다 낮은 항목과요인적재량이 0.4 미만의 항목은설명력 부
족으로항목으로제거하여분석하였다(Hair et al., 1995; Song, 
2016).

4.2.1. 유명인 모델에 대한 요인분석

유명인 모델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3개의 요소별로 호감
도, 전문성, 유사성으로 나뉘었으며, KMO=.872, 본 설문 요
인의 총 분산설명력은 65.432%로 나타났으며, Cronbach’s 
α값 또한 유사성(.817), 전문성(.866), 호감도(.850)로 본 설
문문항의 타당도와 신뢰성 모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2).

4.2.2. 광고효과에 대한 요인분석

광고효과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2개의 요소로 광고태도, 
브랜드 태도로 나뉘었으며, 공통성이 낮은 광고태도요소의
1개문항그광고의메시지가신뢰가간다를제외하여 KMO= 
.877, 본 설문 요인의 총 분산설명력은 73.790%로 나타났으
며, Cronbach’s α값 또한 브랜드 태도(.897), 광고태도(.859)
로 본 설문문항의 타당도와 신뢰성 모두 적절한 것으로 판

Table 2. Factor analysis of celebrity

Factors Factor variables Factor loading Extraction Cronbach’s α

Similarity

The celebrity model looks similar to me.

The celebrity model seems to me to have a similar mindset.

The celebrity model seems to have a similar lifestyle to me.

I feel homogeneous to the celebrity model.

The celebrity model seems to be similar in taste to me.

.844

.800

.796

.771

.662

.733

.713

.675

.641

.604

.817

Professionalism

The celebrity model has expertise.

The celebrity model seems to know the company well.

The celebrity model has a lot of knowledge about the product.

The celebrity model looks serious.

The celebrity model seems to be experienced

.801

.740

.709

.681

.627

.671

.593

.644

.609

.459

.866

Favorability

This celebrity model is giving a good impression.

I am interested in the celebrity model.

I like the celebrity model.

This celebrity model is popular with people. 

.837

.834

.833

.686

.774

.778

.763

.503

.850

KMO=.872 , Bartlett’s test: Chi-square=1,814.691, df=91, p<.001

단된다(Table 3).

4.2.3. 미디어 인게이지먼트 요인분석

미디어 인게이지먼트 대한 요인분석 결과, KMO=.845, 본
설문 요인의 총 분산설명력은 54.212%로 나타났으며, Cron-
bach’s α값 또한 .857로 본 설문문항의 타당도와 신뢰성 모
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Table 4).

4.2.4. 구매의도 요인분석

구매의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1개의 요인으로 KMO= 
.789, 본 설문 요인의 총 분산설명력은 73.591%로 나타났으
며, Cronbach’s α값 또한 .849로 본 설문문항의 타당도와 신
뢰성 모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Table 5).

4.3.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에 앞서본연구의각 요인간의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Table 6과같이확인할수있다. 요인
별 상관관계는 양(+)의 상관관계 r=(.227～.791)를 나타내고
있으며, 모든 상관관계의 유의확률 p<.01로 유의수준 .05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브랜드 태도와
구매의도와의 상관관계가 .791로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
여주고 있지만, 모든 상관계수 값이 .800 미만으로 다중공선
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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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actor analysis of advertising effect

Factors Factor variables Factor loading Extraction Cronbach’s α

Brand attitude

It is my favorite restaurant brand.

I am positive for the restaurant brand.

The restaurant brand is appealing for me.

I like the restaurant brand.

I am pleasant for the restaurant brand.

.826

.822

.810

.774

.749

.740

.737

.727

.710

.642

.897

Advertising 
attitude

The ad’s overall atmosphere is good.

The ad gives a positive impression.

The ad is generally appealing.

.840

.836

.824

.755

.781

.812

.859

KMO=.877, Bartlett’s test: Chi-square=1,311.466, df=28, p<.001

Table 4. Factor analysis of media engagement 

Factors Factor variables Factor loading Extraction Cronbach’s α

Media
engagement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media is useful for real life.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media is beneficial.

I get various information from the media.

I am completely immersed in the media.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media is reliable.

Attention is concentrated during use of the media.

I do not do anything else while using the media.

.788

.772

.756

.733

.728

.713

.657

.620

.597

.571

.538

.530

.508

.431

.857

KMO=.845, Bartlett’s test: Chi-square=770.292, df=21, p<.001

Table 5. Factor analysis of purchase intention

Factors Factor variables Factor loading Extraction Cronbach’s α

Purchase
intention

It is desirable to purchase the foreign food brand product.

We will continue to use the restaurant brand in the future.

I am willing to purchase the restaurant brand in the future.

It is preferable to use the product of the restaurant brand.

.872

.872

.848

.839

.760

.719

.761

.704

.849

KMO=.789, Bartlett’s test: Chi-square=578.715, df=6, p<.001

4.4. 연구가설 검증

4.4.1. 연구가설 1의 검증

본 연구의 가설 1은 ‘유명인 모델 속성은 광고효과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대하여 유명인 모델속성이 광
고효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유

명인 광고 모델의 3가지 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 광고효과
2개 요인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그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Table 7).
종속변수 광고태도에 대한 회귀 모형의 결과, F=57.650, 

df=3, p<.001로 회귀식은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R2=.411 수
정된 R2=.404로 나타났으며, Durbin-Watson 통계량도 1.936으
로 나타났다. 광고태도에 대하여 유사성의 유의확률 p=.293
을 제외한 전문성(p=.019), 호감도(p<.001) 요인에 대하여 유
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종속변수 브랜드 태도에 대한 회귀 모형의 결과, F=25.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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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3, p<.001로 회귀식은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R2=.236수
정된 R2=.227로 나타났으며, Durbin-Watson 통계량도 1.778
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의 3개요인 유사성, 전문성, 호감도
모두 유의확률 p<.001로유의수준 .05에서 브랜드 태도요인
에 대하여 유의한 정(+)의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4.4.2. 연구가설 2의 검증

본 연구의 가설 2는 ‘광고효과는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칠 것이다.’에 대하여 광고효과가 구매의도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광고효과의 2가지
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 구매의도 요인을 종속변수로 설정
하여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그에 따르는 영향관계를 분석하

였다(Table 8).
종속변수 구매의도에 대한 회귀 모형의 결과 F=225.857, 

df=2, p<.001로 회귀식은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R2=.637 수
정된 R2=.635로 나타났으며 Durbin-Watson 통계량도 2.136으
로 나타났다. 구매의도에 대하여 광고태도의 유의확률

(p<.001), 브랜드 태도(p<.001)로 광고효과는 구매의도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4.4.3. 연구가설 3의 검증

본 연구의 가설 3은 ‘유명인 모델 속성은 미디어 인게이
지먼트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에 대하여 검증하기 위
하여 먼저 유명인 모델속성과 미디어 인게이지먼트의 통계

적으로 영향관계를 분석한다(Table 9).
유명인 모델 속성이 미디어 인게이지먼트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회귀 모형의 결과, F=64.268, df=3, p<.001로 회귀식
은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R2=.432 수정된 R2=.426로 나타났
으며, Durbin-Watson 통계량도 2.122로 나타났다. 유명인 모
델 전문성 요인의 유의확률(p<.001), 호감도(p<.001), 유사성
(p<.001)로 나타났다. 즉, 유명인 모델 요인은 미디어 인게이
지먼트에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 유의한 정(+)의 영향을

Table 6. Correlation analysis

　 1 2 3 4 5 6 7

Professionalism 1 　 　 　 　 　 　

Favorability .495** 1 　 　 　 　 　

Similarity .478** .369** 1 　 　 　 　

Advertising attitude .367** .277** .707** 1 　 　 　

Brand attitude .448** .407** .595** .619** 1 　 　

Media engagement .558** .498** .508** .462** .576** 1 　

Purchase intention .488** .396** .531** .603** .791** .572** 1

** p<.01 (both-sides).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4.4. 연구가설 4의 검증

본연구의가설 4는 ‘미디어인게이지먼트는광고효과에유
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대하여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
변수는미디어인게이지먼트와종속변수는광고효과로하여

이에대하여미치는영향을살펴본다. 그결과, Table 10과같다.

Table 7. Th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of celebrity trait 
on advertising effect

Model B S.E β t p

Adver-
tising

attitude

(Constant) .026 .049 531 .596

Similarity .052 .049 .051  1.054 .293

Professionalism .116 .049 .115  2.355 **

Favorability .631 .049 .627 12.857 ***

Brand
attitude

(Constant) -.017 .056 -.307 .759

Similarity .266 .056 .263  4.732 ***

Professionalism .247 .056 .224  4.400 ***

Favorability .329 .056 .327  5.8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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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8. Th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of advertising 
effect on purchase intention

Model B S.E β t p

Purchase
intention

(Constant) -.003 .038 -.081 .936

Advertising 
attitude .699 .038 386 18.621 ***

Brand attitude .701 .038 .386 10.289 ***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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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Th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of celebrity 
trait on media engagement 

Model B S.E β t p

Media-
engage
ment

(Constant) -.012 .048 .804

Similarity .346 .048 .345 7.277 ***

Professionalism .407 .048 .405 8.548 ***

Favorability .389 .048 .387 8.173 ***

*** p<.001.

Table 10. Th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of media en-
gagement on advertising effect

Model B S.E β t p

Media-
engage
ment

(Constant) .000 .058 .003 .997

Media 
engagement .318 .058 .320 5.473 ***

(Constant) -.017 .056 -.307 .759

Media 
engagement .266 .056 .263 4.732 ***

*** p<.001.

광고태도와 미디어 인게이지먼트의 회귀 모형의 결과, 
F=29.951, df=1, p<.001로 회귀식이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R2=.102 수정된 R2=.099로 나타났으며, Durbin-Watson 통계
량도 1.934로 나타나, 미디어 인게이지먼트는 유의확률 p< 
.001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브랜드태도와 미디어 인게이지먼트의 회귀 모
형의 결과, F=91.039, df=1, p<.001로 회귀식이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R2=.257 수정된 R2=.254로 나타났으며, Durbin- 
Watson 통계량도 1.751로 나타나, 미디어 인게이지먼트는
유의확률 p<.001로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어 미디어 인게이지먼트는
광고효과에 대하여 유의한 정(+)의 영향을 준다.

4.4.5. 연구가설 5의 검증

본 연구의 가설 5는 ‘미디어 인게이지먼트는 유명인 모델
속성과 광고효과 사이에 매개효과를 줄 것이다.’에 대하여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변수는 매개변수와 함께 광고효과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Table 11에서 매개변수와
의 회귀분석 결과를 확인한다.
광고태도에 대한 유명인 모델 속성, 미디어 인게이지먼트

의 회귀 모형의 결과, F=43.248, df=4, p<.001로 회귀식이 유
의하다고 볼 수 있다. R2=.412 수정된 R2=.402로 나타났으며, 
Durbin-Watson 통계량도 1.938로 나타났다. 그런데 종속변수

Table 11. Mediating effects of media engagement

Model B S.E β t p

Adver-
tising

attitude

(Constant) .026 .049 .534 .594

Similarity .037 .055 .036 .672 .502

Professionalism .098 .056 .097 1.752 .081

Favorability .614 .055 .610 11.115 ***

Media 
engagement .043 .065 .043 .660 .510

Brand
attitude

(Constant) -.016 .053 -.295 .768

Similarity .147 .060 .145 2.463 .014

Professionalism .110 .061 .108 1.785 .076

Favorability .200 .060 .198 3.305 .001

Media 
engagement .333 .071 .334 4.694 ***

*** p<.001.

에 대하여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미디어 인게이지먼트의 회
귀분석 결과, 매개변수의 유의확률이 p=.510으로 유의하다
할 수 없다. 이는 매개변수로서의 유의함을 확인할 수 없다. 
브랜드태도에 대한 미디어 인게이지먼트의 회귀 모형의 결

과, F=26.330, df=4, p<.001로 회귀식이 유의하다고 볼 수있
다. R2=.299 수정된 R2=.288로 나타났으며, Durbin-Watson 통
계량도 1.733으로 나타났다. 유사성이 브랜드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β=.263, p<.001)로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매개효과 검증에서도 (β=.145, p=.014)로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전문성이 브랜드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β=.224, p<.001)로 유의한 영향을 주었지만, 매개효
과 검증에서는 (β=.108, p=.076)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
고 할수없다. 호감성이브랜드태도에미치는영향에대하여
(β=.327, p<.001)로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매개효과 검증
에서도 (β=.198, p=.001)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할수 있다. 미디어 인게이지먼트는 유의확률 p<.001
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함을 나타냈다.

4.4.6. Sobel Test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방법으로 매개효과를 검
증하였으나, 이 방법으로는 회계계수인 β값의 증가가 유의
미한 증가인지 검증할 수 없고,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수준
인지 알수가 없어서매개효과의 크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가설 5에 대한 Sobel test를 진행하여
이를 검증하였다. 광고태도에 대한 매개효과는 독립변수 그
리고 매개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관계에서 매개변수의 유

의함을 보인 독립변수 브랜드 태도에 대하여 Sobel test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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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Sobel test

B (S.E) B (S.E) Z p

Similarity
Media 

engagement
Brand

attitude

.346 (.048)
.333

(.071)

3.931 ***

Professionalism .407 (.048) 4.104 ***

Favorability .389 (.048) 4.059 ***

*** p<.001.

행했으며, 유명인 모델 속성과 브랜드 태도사이의 매개변수
미디어 인게이지먼트의 매개효과는 Sobel test 결과, 유의확
률 p<.001로 유의한 매개효과임을 나타낸다(Table 12). 

4.5. 가설 검증 결과

본 연구가설 1은 유명인 모델 속성이 광고효과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설 1-2 유사성은 광고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 에 대하여 유의확률 p=.293으로 기각이 되었다. 나
머지 가설 1-1(p=.019), 1-3(p<.001), 1-4(p<.001), 1-5(p<.001), 

Hypothesis Independent variable Mediate variable Dependent variable p

H1

H1-1
Celebrity ad. 

model

Professionalism -
Advertising

attitude

** Accept

H1-2 Similarity - .293 Reject

H1-3 Favorability - *** Accept

H1-4
Celebrity ad. 

model

Professionalism -
Brand

attitude

*** Accept

H1-5 Similarity - *** Accept

H1-6 Favorability - *** Accept

H2
Advertising attitude - Purchase

intention
*** Accept

Brand attitude - *** Accept

H3

H3-1
Celebrity ad. 

model

Professionalism

-
Media

engagement

*** Accept

H3-2 Favorability *** Accept

H3-3 Similarity *** Accept

H4
H4-1 Media engagement - - Advertising attitude *** Accept

H4-2 Media engagement - - Brand attitude *** Accept

H5

H5-1
Celebrity ad. 

model

Professionalism
Media

engagement
Advertising

attitude

- Reject

H5-2 Similarity - Reject

H5-3 Favorability - Reject

H5-4
Celebrity ad. 

model

Professionalism
Media

engagement
Brand

attitude

*** Accept

H5-5 Similarity *** Accept

H5-6 Favorability *** Ac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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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3. Hypothesis verification result

1-6(p<.001)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정(+)의 효과를 나타
냄을 보여 가설 1은 부분채택되었다(Table 13).
연구가설 2는 광고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는 가설로 광고태도(p<.001)와, 브랜드태도(p<.001) 모
두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여 가설 2는 채택되었다. 연구가
설 3은 유명인 모델 속성과 미디어 인게이지먼트 간의 영향
을 알아보기 위한 가설로 전문성(p<.001), 호감성(p<.001), 
유사성(p<.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여가설 3은 채
택되었다. 연구가설 4는 미디어 인게이지먼트와 광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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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가설로 광고태도(p<.001), 브랜
드태도(p<.001)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여 가설 4는
채택되었다. 연구가설 5는 유명인 모델 속성과 광고태도사
이의 미디어 인게이지먼트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가

설로 미디어 인게이지먼트의 매개효과는 유명인 모델 속성

과브랜드태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를 나타냄을

확인하여, 가설 5-1, 5-2, 5-3은 기각되었으며, 5-4(p<.001), 
5-5(p<.001), 5-6(p<.001)은 채택되었다. 가설 5는 부분채택
되었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최근 먹방․쿡방 열기에 힘입어 외식산업에서

도 유명인 모델의 중요성이 무엇보다도 강조되는 상황과 더

불어 유명인 모텔의 속성이 미디어 인게이지먼트와 광고효

과 및 구매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실무

자들에게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명인 모델의 속성이 광고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광고태도에
대하여 유사성을 제외한 전문성, 호감도 요인에 대하여 유
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브랜드 태
도에 대해서는 유사성, 전문성, 호감도 요인 모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부분채택되었
다. 이는 유명인 모델의 속성 중 유사성이 광고태도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유명인 모델과 자기 자
신을 동일시 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브랜드 태
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브랜드 태도의

전문성이나 유사성, 호감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외식기
업들은 유명 쉐프를 모델로 활용하는방향을 지속적으로 고

민해야 할 것이다. 둘째, 광고효과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구매의
도에 대하여 광고효과요인인 광고태도와 브랜드태도는 구

매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는 채택되었다. 이는 유명인 모델의 전문성이
나 유사성, 호감도를 높임으로서 브랜드 인지도를 상승시켜
광고태도나 브랜드 태도에 긍적적인 영향을 줌으로서 구매

의도를 높이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유명인 모
델의 속성이 미디어 인게이지먼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명인 광고 모델
전문성, 호감도, 유사성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유명인 광고
모델 요인은 미디어 인게이지먼트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것으로 나타나가설 3은 채택되었다. 이는유명인 모
델이 주는 유익한 정보라든지 호감도그리고 미디어에 대한

몰입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미디어

인게이지먼트가 광고효과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미디어 인게이지먼트
에 대하여 광고태도와 브랜드 태도는 유의한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4는 채택되었다. 이는 미디
어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정보가 브랜드의 호감도나 신뢰도

를 상승시켜 구매의도를 높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유명인 모델 속성과 광고효과사이의 미디어 인게이지먼트

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 한 결과, 
미디어 인게이지먼트의 매개효과는 유명인 모델 속성과 브

랜드태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를 나타냄을

확인하여 가설 5는 부분채택되었다. 이는 유명인 모델의 속
성과 브랜드 태도 간에 미디어인게이지먼트의 역할이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가설 1, 2, 3, 4, 5를 검증한 결과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명인 모델 속성이 광고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

어 광고태도에는 전문성과 호감도만이 영향을 끼치는 것으

로 보아, 외식기업은 호감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유명
인 모델을 잘 활용함은 물론, 선호하는 음식과 연령층에 따
라 보다 전문성이 뛰어난 유명인 모델을 잘 활용하여 시장

세분화에 맞는 유명인 모델을 선정하여 광고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외식기업의
메뉴에 대해서 유명인모델이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

음에도 불구하고, 유명인 모델에 대한 신뢰가 미디어 인게
이지먼트나 광고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외

식기업이 유명인 모델을 선택할 때 유명인 모델이 갖고 있

는 이미지 중에서 어떤 요인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

다. 셋째, 비교적 저관여 상품에 해당하는 외식메뉴는 의사
결정과정에서 제한적 또는 정형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는 브랜드별 차별화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따라
서 외식기업은 유명인모델을 잘 선정하여 고객들의 기억속

에 브랜드 인게이지먼트를 통한 광고효과를 극대화시킴으

로써 지속적으로 구매의도를 높여야 하겠다.
본연구는몇 가지 시사점을제공해주고있음에도불구하

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요즘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외식기업을 적극적으

로 이용하는 20대 3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다양한 연
령층에 따른 지역별, 외식기업의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비교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면적 연구를 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본 연구가 선행연
구 등을 근거로 하여 이론적인면에서 큰 문제가 없으나, 연
구 단위들 간의 관계는 종단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개선할 점이 나타나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유명인 모델의 긍정적인 부분만을 고려하여 진행하

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유명인 모델의 부정적인 측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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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여 살펴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넷째, 유명인 모델의 타고난 성향에 따라 광고효과나 미

디어 인게이지먼트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
성향까지는 파악하지 못하였다. 추후에는 성격유형에 따른
연구도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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