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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Ⅰ

최근의 패션산업은 각 브랜드별로 제품 품질

의 차별화를 이룰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발달하

여 브랜드 이미지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통하여 타 브랜드.

와의 차별성을 강조하여 소비자에게 제품의 질

적 차이를 통한 이성적 소구보다 이미지를 통

브랜드 이미지와 모델 이미지의 이廣告 一致性

패션 에 미치는廣告效果 影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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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effectiveness of congruence between

brand image and advertisement model on fashion advertisement effect. 206

female college students were surveyed for this study. For this study, three

hypothesis were set up as follows: First, if fashion brand image and

advertisement model image are in congruence, consumers' product preference

would be higher, compared to in disharmony. Second, if fashion brand image

and advertisement model image are in congruence, consumers' advertisement

attitudes would be higher, compared to in disharmony. Third, if fashion brand

image and advertisement model image are in congruence, consumers' purchasing

intention would be higher, compared to in disharmony. As the results, three all

hypothesis were accepted. Based on these results, fashion marketing strategies

regarding advertisement would be suggested.

Key words : 브랜드 이미지 광고 모델brand image( ), advertisement model image(

이미지 광고효과 제품 선호도), advertisement effect( ), product prefer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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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감성적 소구가 지배적이다1) 브랜드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데 중요한 브랜드 이미지는 제

품속성과 상표개성 사용자 그리고 원산지의, ,

이미지가 결합된 것으로 특정 브랜드에 대한,

인상과 신념을 의미한다2) 선행연구. 3)4)에 의하

면 잘 관리된 브랜드 이미지는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와 사용도가 증가되고 더불,

어 신뢰도와 충성도도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렇듯 브랜드 차별화에 크게 효과를 발휘하

고 있는 브랜드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은 광고 모델의 이미지이다5) 이미지 전달.

에 가장 크게 이용되는 것이 바로 광고 모델의

사용인데 유명 연예인을 이용한 광고는 소비,

자에게 크게 집중을 받을 수 있고 광고 효과,

가 크다는 선행 연구들의 뒷받침이 있고 또,

광고 모델의 이미지를 통해 제품의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어서 많은 기업에서 선호하고 있

다.

광고 효과는 광고가 된 이후에 소비자가 광

고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고 그 태도가 광고된,

브랜드에 대한 태도에까지 영향을 미쳐 구매까

지 이어지는 것을 말하는데1) 이미지가 중요한,

때에 제품 이미지와 광고 모델의 이미지가 일,

치하는 경우 광고의 효과를 높일 수 있으나,

제품 이미지와 광고 모델의 이미지가 불일치한

경우 광고효과가 나빠질 수 있다 또 유명 연, . ,

예인이 광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

도 브랜드 이미지와 부합되지 않을 경우 광고

효과가 높다고 할 수 없다 게다가 유명 광고.

모델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광고 모델이 출연한 상품에,

대해서는 호감을 갖게 되고 싫어하는 광고 모,

델에 대해서는 반감을 갖게 된다6) 그러므로.

브랜드와 광고 모델의 이미지가 조화를 이루는

모델을 기용할 때는 사람들의 선호도 조사도

중요하다 그래야만 광고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광고효과가 높지 않으면 더 나아가 제. ,

품 선호도에도 연결되지 못하여 브랜드 자산

구축은 물론 제품 판매가 상승할 수 없다.

기존 광고 효과 혹은 브랜드 선호도에 미치

는 영향에 관한 국내 연구들을 보면 자아 이,

미지와 브랜드 이미지 혹은 개성의 일치도에

관한 연구7)8)와 광고모델의 이미지가 브랜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1) 등이 있다 그리고.

액세서리와 음료 브랜드의 이미지와 광고 모델

이미지의 일치에 관한 연구5) 광고상표와 유명,

모델에 대한 인지부조화에 관한 연구6) 등이 있

다 하지만 패션 의류 브랜드와 광고모델 이미. ,

지의 일치성에 따른 광고효과에 관한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패션 브랜드처럼 이미지. ,

가 중요시되는 제품에서는 광고 모델의 이미지

와 브랜드 이미지의 조화 여부는 중요할 것이

다 브랜드 이미지와 부합되지 않은 광고 모델.

의 기용으로 기존에 구축해 놓았던 브랜드 이,

미지가 부정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

소비자들에게 다른 브랜드와 차별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없을 뿐 아니라 마케팅,

측면에서도 커다란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

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패션광고에 민감한

대 여성을 대상으로 패션 브랜드 이미지와20

광고 모델 이미지의 일치성 여부에 따른 광고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로 인해.

패션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사

의 브랜드 이미지와 부합하는 광고 모델 사용

의 중요성을 알 수 있고 효과적인 광고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론적 배경.Ⅱ

브랜드 이미지와 광고1.

최근 소비자들은 단순히 제품에 대한 속성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브랜드가 갖

고 있는 이미지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

Reynolds & Gutman9)은 제품 혹은 서비스를

경쟁 상품과 차별적으로 보이게 하는 의미와

연상이라고 하였고, Levy10)는 브랜드 이미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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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지식과 속성이 합해져 소비자가 떠올리

는 그림과 생각이라고 하였고, Kotler11)는 신념

의 집합 즉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로 보,

았으며, Aaker12)는 브랜드 이미지는 지속적이

며 개성적이라고 하였다, .

브랜드 이미지는 또 브랜드를 의인화하여 표

현하는데 예를 들어 는 섹시한 이미지, Guess

를 갖고 있고 은 우아한 이미지 그리고, Chanel

는 활동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 이러Adidas .

한 이미지는 지속적이며 개성적이다12).

광고는 브랜드를 인식시키고 소비자에게 자

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알리며 더 나아가 브랜,

드 네임을 기억하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으

로 타사 제품들과의 차별성을 창출하는데 있

다 이렇게 광고를 통해 소비자가 브랜드와 브.

랜드의 이미지를 인식하게 되고 그 브랜드 이,

미지가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와 일치

가 되면 구매의도가 발생하는 것이다 즉 소비. ,

자는 브랜드를 상징적 관점에서 소비하는 것이

다5) 즉 소비자가 선호하는 브랜드 이미지를. ,

잘 표현한 광고는 광고에 대한 선호도를 증가

시켜 구매에도 연결시킨다, .

브랜드 이미지 중 하나인 브랜드 성격을 바

탕으로 한 광고 전략은 두 가지 장점이 있는

데 하나는 브랜드 성격이 차별적인 가치를 갖,

고 있으면 장수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소비자에게 연상 작용을 촉진시켜

브랜드에 개인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렇듯 후발 업체가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제,

품의 특성을 중점으로 두는 것보다 강력한 브

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면 후발주자의 진입을 쉽

게 막을 수 있고 소비자의 브랜드충성도를 높,

일 수 있다 특히 브랜드 이미지와 부합하는. ,

광고 모델을 활용하는 광고 전략이 필요하다.

광고 모델2.

광고모델이란 광고의 목적이나 이미지를 전

달하기 위해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 혹은 매개

체를 말한다 광고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소. ,

비자에게 모델과 기업 제품의 관계를 떠올리,

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광고 메시지를 기억

하게 하는데 있다 우리나라는 광고모델을 활.

용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유명,

연예인을 통한 광고가 다수이다 이는 유명인.

을 사용하는 광고는 그렇지 않은 모델을 사용

하는 광고보다 브랜드명이나 광고 내용을 기억

하는데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13) 또. , Petty

et al.14)은 광고에서 유명인을 사용할 때가 비

유명인을 사용할 때보다 광고효과가 더 높고,

구매 의도도 증가된다고 하였다 유명인 활용.

이 광고 효과가 더 큰 이유는 소비자가 광고,

에 더 주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명인 모델.

에 의한 광고는 모델의 이미지가 전달하고자,

하는 브랜드의 메시지와 조화를 이룰 때 광고

효과를 이룰 수 있다 조화가설. (match-up

이란 광고에서 유명인 모델의 이미hypothesis) ,

지와 제품의 특성이 조화를 이룰 때 광고효과

가 크다는 것이다 즉 광고 모델과 광고되는. ,

브랜드의 이미지가 일치해야하는데 유명인의,

신체적 매력과 광고 제품의 매력이 일치하면

브랜드와 광고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라는 연

구 결과가 있다 예를 들면. , Kahle & Homer15)

는 특정 제품이 광고 모델이 전달한 이미지와

일치하면 광고모델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소비자는 제품과 광고 모두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조화가 이루.

어진다고 하더라도 소비자의 유명인에 대한,

태도와 브랜드에 대한 태도가 다른 방향일 때

갈등 상황이 야기된다6) 그렇기 때문에 광고. ,

모델의 선호도 또한 중요시된다 아무리 유명.

인 모델을 기용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선,

호하지 않는 모델이라면 자칫 지금까지 이룩해

놓은 브랜드 자산 가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

이다.

광고에서 유명인 모델을 활용하는 목적은 모

델을 통해 소비자가 제품에 대하여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Joseph16)의 연

구에서는 저관여 제품의 경우 모델이 매력적,

이면 광고에 대한 태도가 호의적이었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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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여 제품인 자동차의 인쇄 광고에 경우에

있어 브랜드 선호도도 높았다 또한 양윤 채. , ,

영지5)의 연구에서도 관여도에 상관없이 광고모

델 이미지와 상표 성격이 일치할 때 광고효과

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광고모델이. ,

갖고 있는 이미지는 광고뿐만이 아니라 브랜드

에 대한 이미지로도 연결이 되며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구매결정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명 연예인의 이미.

지와 패션 브랜드 이미지의 일치성을 토대로

광고효과를 조사할 것이다.

광고효과3.

광고효과는 측정지표로서 광고태도 브랜드,

태도 구매의도 등이 사용되고 있는데, 17) 소비,

자의 광고처리 과정은 처음에 정서적으로 반응

을 하고 그것을 인지하게 되어 광고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고 나아가 상표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여 구매의도가 결정하게 되는 일방향적

선형과정을 하게 된다18) 윤태일. 19)은 광고 및

브랜드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 부정적과 같은-

연속성 상에 광고 혹은 브랜드에 대해 내리는

소비자의 평가라고 했고 안광호 유창조, , 20)는

제품 선호도란 소비자가 광고 메시지를 인식하

여 상표속성에 대한 신념을 형성하면 이를 종,

합하여 상표에 대한 선호도를 형성하는 것이라

고 하였다. Shimp21)는 광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되면 광고된 상품과 그 태도가 짝

지어져서 제품에 대해서도 호의적이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광고에 대한 태도는 다시 상표에. ,

대한 태도와 구매의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

에 광고물에 대해 호의적인 느낌을 가진 소비,

자는 광고된 상표에 대해서도 호의적인 태도를

갖게 되어 브랜드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고,

구매의도까지 연결이 된다.

광고효과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먼저 유명인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Atkin &

Block22)는 주류광고에서 유명인과 비유명인 광

고 나누어 실험을 했는데 유명인을 사용했을,

경우가 비유명인을 사용한 경우보다 광고효과

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 Kahle &

Homer14)는 유명 발신인의 매력성이 광고효과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소

비자의 메시지 관여도와 유명인의 매력성 애,

호성이란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는3

데 실험결과 발신인의 매력성은 애호성이나,

관여도에 비해 광고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

났다.

브랜드 이미지와 광고모델의 이미지 조화에

관한 연구를 보면, Misra & Beatty23)는 광고모

델과 브랜드 이미지가 조화를 이루는상황과 부

조화를 이루는 상황 그리고 조화 혹은 부조화,

도 아닌 상황 즉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조사, 3

를 했는데 조화의 상황에 있어서의 광고효과,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Peterson &

Kermin24)은 매혹적인 모델의 광고효과에서 바

디오일 같은 제품에선 효과가 있지만 공구세,

트에서는 효과가 없음을 증명해 광고되는 제,

품과 모델의 이미지 조화가중요함을 알 수 있

다.

이상에서 본 것과 같이 광고모델 이미지와

브랜드 이미지는 광고와 제품 태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에 맞춰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패션 브랜드 이미지와 광고 모델 이1.

미지가 일치성을 보일 때 그렇지 않은 경우보,

다 제품 선호도가 더 높을 것이다.

가설 패션 브랜드 이미지와 광고 모델 이2.

미지가 일치성을 보일 때 그렇지 않은 경우보,

다 광고 태도가 더 높을 것이다.

가설 패션 브랜드 이미지와 광고 모델 이3.

미지가 일치성을 보일 때 그렇지 않은 경우보,

다 구매의도가 더 높을 것이다.

연구방법.Ⅲ

연구대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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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대20

여성을 대상으로 총 부가 배포되어 부240 , 206

가 회수되었으며 불성실한 응답 부를 제외하, 2

고 총 부가 분석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연204 .

령은 만 세이며 대 초반 만20~29 , 20 ( 20~24)

이 로 많다 또한 직업은 직장인이64.2% .

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대학생42.6% ,

대학원생 기타 순이(31.9%), (15.2%), (10.3%)

었다 전공별로는 생활과학계 가 가장. (39.2%)

많았으며 그 다음이 사회계 인문계, (19.6%),

사범계 였으며 나머지 전공은(15.2%), (9.8%) ,

예체능계 이학계 이공계 의학계 등이었다, , , .

연구조사과정2.

본 연구에서는 양윤 채영지, 5의 연구를 토대

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브랜드를 고관여,

브랜드인 명품 브랜드와 저관여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중저가의 캐주얼 브랜드로 나누어 조

사하였다 차 사전조사를 통해 브랜드를 선정. 1

하였는데 명품 브랜드와 캐주얼 브랜드 각각,

개의 브랜드를 보여주고 각각의 선호도를 우4

선 조사하였는데 명품 브랜드에서는 버버리가, ,

캐주얼 브랜드에서는 후아유가 선정되었다.

차 사전조사로 역시 대 여성 명을 선2 20 20

정하여 이들에게 버버리 그리고 후아유와 어,

울리는 모델 명씩을 기술하게 하였는데 조사5 ,

결과 버버리와 어울리는 모델로 많이 언급된

모델은 김태희 김남주 변정수 한가인 고소, , , ,

영 등이었으며 후아유와 어울리는 모델로는,

임수정 이효리 박정아 전지현 송혜교 등이, , ,

선정되었다.

차 사전조사로 역시 마찬가지로 대 여성3 20

명을 또 선정하였는데 의류학과 대학원생20 , 5

명과 의류학과 학부생 명 직장인 명이었4 , 11

다 차 조사에서는 버버리와 후아유의 브랜드. 3

이미지를 질문하였는데 김미경, 25)의 연구에서

사용된 브랜드 이미지 형용사를 제시하였다.

그 다음 자신이 선택한 각각의 브랜드 이미지

와 가장 잘 조화되는 모델을 선택하게 하였는

데 먼저 각각의 브랜드와 가장 잘 일치되는,

모델을 묻고 버버리와 후아유에서 보여진, 12

명의 모델 중 누가 버버리와 후아유 브랜드와

가장 불일치하는 지를 질문하였다 차 사전. 3

조사의 결과로 버버리에서는 김태희가 선정되

었고 후아유와 가장 잘 어울리는 모델로 임수,

정이 선정되었다 또한 버버리와 가장 잘 일치. ,

되지 못하는 모델로 박정아가 후아유와 가장,

잘 일치되지 못하는 모델로는 김남주가 선택되

었다 브랜드 이미지로는 버버리가 품위 있고. ‘ ,

세련되었으며 도시적이며 상류층의 것으로, , ’ ,

후아유는 귀엽고 발랄하고 활동적인 것으로‘ , , ’

선정되었다 본 조사에서 사용될 광고자극물로.

는 김태희가 등장하는 버버리 광고 조화 박, ( ),

정아가 등장하는 버버리 광고 부조화 임수정( ),

이 등장하는 후아유 광고 조화 김남주가 등장( ),

하는 후아유 광고 부조화 로서 총 가지의 자( ) 4

극물이다 가지 자극물 모두 흑백처리된 인쇄. 4

광고이며 모델의 표정이 같은 사진을 우선으,

로 하여 제작이 되었다.

측정도구3.

제품선호도 광고태도 구매의도를 포함한 광, ,

고효과에 대한 측정도구는 의 문항Aaker(1997)

을 사용하였으며 모두 점 척도로 구성, 7 Likert

되었다.

결과.Ⅳ

일치 불일치에 따른 광고효과1. ,

브랜드 이미지와 광고모델의 이미지가 일치

가 된 상황과 일치되지 않은 상황에 따라 제품

선호도가 달랐는데 버버리의 경우 일치 상태, ,

에 있을 때가 평균 로 높았으며 불일치4.11 ,

상태에 있을 때에는 평균 으로 낮았다 그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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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제품 선호도의 대응 표본 검정 결과< 1> T

김태희 버버리-

일치( )

박정아 버버리-

불일치( )

임수정 후아유-

일치( )

김남주 후아유-

불일치( )

제품 선호도 4.11 2.70 4.55 3.22

t 12.56 *** 13.06 ***

*** p<0.001

표 광고태도의 대응 표본 검정 결과< 2> T

김태희 버버리-

일치( )

박정아 버버리-

불일치( )

임수정 후아유-

일치( )

김남주 후아유-

불일치( )

광고 태도 3.55 2.40 4.92 2.65

t 10.09 *** 18.48 ***

*** p<0.001

표 구매의도의 대응 표본 검정 결과< 3> T

김태희 버버리-

일치( )

박정아 버버리-

불일치( )

임수정 후아유-

일치( )

김남주 후아유-

불일치( )

구매 의도 3.01 2.28 3.96 2.50

t 6.76 *** 12.58 ***

*** p<0.001

리고 후아유의 경우에도 일치 상태에 있을 때,

가 평균 로 높았으며 불일치 상태에 있을4.55 ,

때에는 평균 로 낮았다 표 또한 고관3.22 < 1>. ,

여 브랜드 혹은 저관여 브랜드 여부에 상관없

이 조화 상태에 있을 때는 제품 선호도가 높,

음을 알 수 있어서 조화 상태와 비조화 상태,

를 대응해보면 유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

설 은 받아들여졌다1 .

다음은 브랜드 이미지와 광고모델 이미지의

조화 상태에 따른 광고 태도를 알아보았는데,

버버리의 경우 일치 상태에 있을 때 평균,

이었으며 불일치 상태에서는 으로3.55 , 2.40

낮았다.

그리고 후아유의 경우 일치 상태에 있을 때,

평균이 로 높았으며 김남주의 경우4.55 , 3.22

로 낮았다 표 이것 역시 고관여 저관여 상< 2>. ,

관 없이 모두 일치 상태에서 높기 때문에 일,

치 상태와 불일치 상태를 대응해보면 일치 상,

태인 경우가 광고 태도가 높으므로 가설 는, 2

받아들여졌다.

다음 표 에서 보는 것처럼 브랜드 이미지< 3>

와 광고모델 이미지의 일치 상태에 따른 구매

의도를 조사해보았는데 버버리의 경우 일치,

상태의 경우 의 평균이었으며 불일치의3.01 ,

경우 로 낮았다 이전의 제품 선호도와 광2.28 .

고태도를 보아 조화 상태에서의 구매의도가 부

조화의 상태보다는 높지만 객관적으로 을, 3.01

보았을 때 구매의도가 낮다고 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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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즉 버버리. ,

의 높은 가격대를 응답자들이 미리 알고 있어,

높은 가격대에 대한 부담으로 구매의도가 낮을

수 있으며 혹은 자극물에 나타난 제품 자체에,

대한 구매의도가 낮을 수 있다 그러나 불일치.

상황보다 일치 상황에서의 구매의도가 높으므

로 버버리에서 가설 은 받아들여졌다, 3 .

역시 후아유에서도 일치 상태에 있을 때 평

균이 이었으며 불일치 상태에서는 이3.96 , 2.50

었다 역시 조화 상태에서의 구매의도가 높은.

데 후아유에서도 가설 은 받아들여졌다, 3 .

결론.Ⅴ

본 연구는 대 여성을 대상으로 고관여 브20

랜드 고가의 명품 브랜드 와 저관여 브랜드 중( ) (

저가의 캐주얼 브랜드 의 이미지와 광고 모델)

이미지의 일치에 따른 광고효과에 대해 조사하

는데 목적이 있었는데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브랜드 이미지와 광고 모델 이미지가 일치성

을 보이면 광고효과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소비자는 브랜드 이미지와 광고모.

델이 일치할 경우 불일치하는 경우보다 광고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였으며 제품 선호,

도가 높았고 구매의도도 높았다 연구 결과 이, .

러한 일치와 불일치 상황은 관여도에 의해 영

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브.

랜드 이미지와 광고모델 이미지의 조화가 광고

전략 수립시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상표성격과 광고모델 이미지

가 일치를 이루면 소비자가 광고 및 상표를 선

호하게 된다는 양윤 채영지, 5)의 연구와 유명인

과 상표간의 일치가 회상 및 태도에 긍정적 영

향을 끼친다는 Misra & Beatty23)의 연구를 지

지한다.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유명하거나 인기 있

는 연예인이라 하더라도 광고하고자 하는 브,

랜드 이미지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광고효과

가 떨어지므로 광고하는 브랜드와 이미지가,

조화되는 광고모델을 선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즉 인기 연예인의 인기에만 치. ,

중하여 자칫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광고를 하,

면 광고 모델과 브랜드가 대조효과를 일으켜,

광고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고 자칫 오랜 시,

간 동안 구축해 놓은 브랜드 자산의 가치를 하

락시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브랜.

드 이미지와 조화를 이루는 모델이라 하여도,

광고 모델 자체의 선호도가 낮으면 브랜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선호도 또

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

로 패션업체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광고효과를

높일 수 있는 광고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이

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제언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가 서울 및 경기지역에 사는,

대 여성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차후의 연20 ,

구에서는 더 넓은 지역으로 확대해서 연구를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연령대. ,

를 다양화 하여 대 대 대 대까지10 , 30 , 40 , 50

확대하여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여성들,

만이 아닌 남성들의 광고에 대한 생각을 연구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둘째 명품 브랜드 중. ,

하나의 브랜드만을 택하였고 또한 캐주얼 브,

랜드에서도 하나의 브랜드만을 택하여 연구되

었으므로 추후에는 명품 브랜드와 캐주얼 브,

랜드 외에도 스포츠 브랜드 아동복 브랜드 내, ,

셔널 브랜드 등 집단을 다르게 분류하여 연구

해 볼 것을 제언한다 또한 여러 브랜드 집단. ,

안에서도 각각의 브랜드를 한개만이 아닌 여러

브랜드를 택하여 해 볼 필요도 있다 셋째 본. ,

연구에서는 자극물에 여성 모델만을 사용했으

므로 추후에는 남성 모델의 효과도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넷째 광고는 레이아웃 크기 모. , , ,

델의 표정 등 여러 가지 요소에 영향을 받으므

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극물의 영향 또한,

응답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그.

러므로 추후에는 실제의 광고물과 같은 느낌을

주면서도 광고 모델과 브랜드의 조화를 파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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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다양한 자극물이 제작되어야 할 것이

다 마지막으로 광고와 브랜드간의 조화를 본.

연구에서는 다루었으므로 추후에는 소비자의,

자기이미지나 이상적 자아 이미지 등의 일치

관계까지 확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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