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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As economy is growing and income level is increasing, more people are pursuing relaxation 
and leisure in their life. As the sports market in Korea is flourishing, sports wear companies have 
begun to focus marketing their brand by carefully selecting advertising models in order to get 
more exposure for their brand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ad-
vertising model types had on the company's brand recognition, and consumer subjectivity on con-
sumer`s preference and purchasing intention were studied. The subjects for the study were 260 
men and women in their 20~30s living in Seoul and Gyunggi province. Three-way ANOVA was 
conducted for the data analysis. The results showed significant interactions between the three in-
dependent variables on preference. Although there were various advertising model types due to 
the improvement of media, (brand advertisement employing) the well known celebrity model was 
more effective for raising consumer brand awareness compared to non-celebrity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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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경제 발전과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현대인들은

여유를 갖고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나

고 있다. 특히 2005년부터 시행된 주 5일제 근무로

인해 스포츠를 여가 활동으로 즐기는 인구가 늘면서

스포츠 레저 문화가 정착화 되어 스포츠 레저 활동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포츠 의류에 대

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2013년 스포츠 의류 시장은

2012년 대비 4.8%가 신장한 4조 4000억 원 규모를

예상하고 있다.1) 이처럼 스포츠 의류 시장이 활성화

되고 스포츠 의류 브랜드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 지

면서 각 스포츠 브랜드들은 적극적으로 자사의 브랜

드를 노출하기 위해 광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광고는 광고주가 판매를 촉진시키는 수단임과 동

시에 소비자들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정확하게 구매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패션 산업이 점차 이미지 산업이 되어가면서 패션

산업에 있어서 모델의 의존도는 다른 어떤 분야보

다 높고 패션 광고에서 모델의 이미지는 브랜드와

제품, 서비스 이미지로 전이된다. 이처럼 광고 모델

은 기업과 제품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광

고 모델에 관한 연구는 광고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연구되어온 분야 중 하나이다. 광고 모델에 관한 선

행 연구들은 광고 모델 유형에 따른 소비자 태도에

관한 연구들이 주로 이뤄져왔다. 즉, 광고 모델 유

형과 모델의 성별에 따른 소비자 광고 효과와2) 소

비자의 선호도와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

소구 유형과 광고 모델 유형3), 광고 모델 유형과

관여도에 따른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4) 등이

연구되어졌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관련 선행

연구들은 주로 여성복이나 남성복, 화장품 등을 대

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이 대부분으로 스포츠 브랜

드에 따른 광고 모델 유형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

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한편 소비자들은 상품을 구매할 때 광고뿐 아니

라 다양한 경쟁사 제품들을 비교하여 가장 신뢰도

가 높은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 한다. 이처럼 브랜드

신뢰도는 브랜드 인지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데 신뢰도는 인지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5) 그러

므로 브랜드 인지도 향상은 브랜드 파워 및 브랜드

자산 형성의 필수 조건이므로6) 기업은 브랜드 인지

도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또한 다양한 소비자의 특

성은 광고 모델의 유형이나 브랜드 인지도에 대한

평가와 제품에 대한 호의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

처럼 소비자의 호의도에 영향을 주는 소비자 변수

중 하나인 소비자 자기관은 개인이 타인과 가까운

정도에 따라 형성된 개인의 사고, 감정, 행동 양식

을 말한다.7) 소비자 자기관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

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문화권에 따라 자기를 보

는 관점에 차이가 있다는 Markus, Kitayama의 연

구와8) 미시적인 관점에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성

향에 따른 의복 행동 차이를 연구한 심정희9)의 연

구가 있다.

지금까지 의류 학에서 이루어진 광고 모델 유형,

브랜드 신뢰도, 소비자 자기관에 대한 선행 연구들

은 주로 광고, 소비자 심리 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

다. 스포츠 시장이 활성화 되는 오늘날, 스포츠 브

랜드의 광고 모델 유형과 브랜드 인지도, 소비자 자

기관의 3개의 변수가 소비자의 호의도에 미치는 영

향에 있어 상호 작용 효과를 고려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스포츠 브랜드의 광고 모

델 유형, 브랜드 인지도, 그리고 소비자 자기관이

소비자의 호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

고 변수 간의 상호 작용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경쟁이 심화되는 스포츠 브랜드에

서 브랜드와 소비자 특성에 맞는 광고 모델 선정에

효율적인 전략을 제시 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

용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광고 모델

1) 광고 모델의 유형

광고 모델이란 광고를 하는 주체인 기업의 이미

지나 제품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 광고

물에 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10) 광고주는 광고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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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이라는 대상을 통하여 간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광고 모델을 활

용한다. 이러한 광고 모델의 유형은 연구자 마다 차

이가 있으나 크게 유명인 모델, 전문인 모델, 일반

인 모델로 나눌 수 있다. 유명인 모델이란 배우, 스

포츠 선수, 정치인, 만화 캐릭터 등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으로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인물을

의미하며11), 공적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로서 이들은

광고하는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없을 수도 있다.12) 유명인이 광고 모델로 등

장하게 된 것은 텔레비전이 대중문화의 중심에 자

리 잡으면서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13)

전문인 모델이란 광고하는 제품에 관하여 전문적

인 우수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집단을

말한다.14) 전문인 모델 사용의 장점으로는 제품의

가격이 높거나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 소비자

들은 전문가가 지지하는 주장에 크게 영향을 받는

다. 일반인 모델이란 광고하는 제품에 대하여 일상

적인 사용 경험 외에는 어떠한 전문 지식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기대가 되는 인지도가 낮은 사람

을 말한다. 일반인 모델은 공신력 차원에서는 객관

성이, 매력성 차원에서는 유사성에 대해 높이 평가

가 되기 때문에 광고 모델로 사용되고 있다.

2) 광고 모델의 속성과 영향

광고 모델의 속성은 크게 정보원 공신력(Source

credibility)과 정보원 매력성(Source attractiveness)

으로 구분 될 수 있다. 이때 정보원 공신력은 모델의

전문성과 신뢰성으로 세분화 할 수 있으며15) 매력성

은 친숙성, 호감성, 유사성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16)

공신력의 구성요소 중 모델의 전문성은 메시지

전달자가 타당한 주장을 할 수 있는 지식이나 능력

을 가지고 있는 원천이라고 지각되는 것을 말한

다.17) 전문성은 정보 수용자들에게 의하여 정보원이

전문성이 있다고 인식되는 속성이기 때문에 정보원

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소비자가 실제로 인식하는

전문성과 차이가 발생 할 수 있다.

신뢰성은 광고 모델이 주어진 주제나 이슈에 대

하여 자신의 입장, 또는 의견 등을 솔직하게 제시하

는 것, 또는 그것이 소비자에 의해서 지각되는 정도

를 의미한다. 소비자는 신뢰성이 높을수록 광고에

대한 태도도 긍정적으로 나타난다.

매력성의 구성 요소 중 친숙성은 노출 과정을 통

해 광고 모델의 알려진 정도를 말한다.18) 광고 모델

이 친숙하다는 것은 소비자가 광고 모델에게 호감

을 갖고 매력적으로 느끼게 해줄 뿐 아니라 광고

모델과 소비자 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향상시켜

광고에 커다란 효과를 준다.19)

호감성은 광고 수용자들이 자신이 좋아하거나 호

감을 갖는 정보원에 대해 매력을 느끼게 되어 그에

의해 설득 당하기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주로

신체적인 부분의 외모나 행동 등에 의해 일어나게

된다.20) 한편 유사성은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낀다는 것으로 사람들 사

이의 공통성을 의미한다.21) 유사성은 인구통계학적

유사성과 이념적인 유사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두 요소가 결합되면 유사성의 효과는 더욱 커져 효

과적인 광고 효과를 도출 할 수 있다.22)

광고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광고 모델에 관한 연

구를 살펴보면 광고 모델 유형에 따른 소비자 태도

연구23)24)25)26)가 주류를 이루었고 연구 결과 유명

인 모델 기용 시에 광고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대중매체가 발달하고 광고가 다양화되면서 광

고 모델 유형과 광고 효과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지

고 있다. 박형도27)는 관여도와 모델 유형에 따른 광

고효과에 대해 연구하여 고관여 소비자는 모델에

따른 차이가 없지만 저관여 소비자는 유명인 모델

에 대한 효과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제시하였고

김태형28)은 제품관여도와 광고 모델 유형에 따른

광고효과 연구에서 유명인이 광고한 제품 평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제시했다. 임은미29) 의

연구에서는 광고태도와 구매태도에 전문가 모델 광

고가 미치는 영향에서 모두 전문가 모델이 높게 나

타났지만 저관여 소비자일 경우에는 일반인 모델에

게서 호의적으로 나타났다.

의류학에서의 광고 모델 유형에 관한 연구는 주

로 소비자 태도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김창환30)은 광고 모델 유형과 모델의 성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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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태도를 연구하여 여성을 광고 모델로 사용

할 때 효과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김

수진31)은 인구통계학적으로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

치는 광고 소구 유형과 광고 모델 유형을 연구하였

다. 그 결과 선호되는 광고 모델은 연예인으로 나타

났다. 이영주32)는 소비자의 관여도와 광고 모델 유

형에 따른 광고에 대한 태도, 브랜드 태도, 구매의

도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 광고태도는 전문인

모델일 때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관여 소비자의 경

우는 전문인 모델일 때, 저관여 소비자는 유명인 모

델일 때 구매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2. 브랜드 인지도
1) 브랜드 인지도의 정의와 역할

브랜드 인지도란 소비자가 어떤 제품 종류에 속한

브랜드를 재인(brand recognition)또는 회상(brand

recall)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33) 즉, 브랜드 인

지도란 소비자에게 알려져 있는 브랜드 중 소비자

가 기억 속에서 특정 브랜드를 다른 브랜드와 구별

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 한다.34) 브랜드 인지도는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와 태도를 형성하는 기반이

될 뿐 아니라 소비자의 구매 행동 시 구매 고려 대

상에 포함하는 첫 번째 단계이다.

높은 브랜드 인지도의 구축은 소비자가 브랜드에

대한 사전 지식이 많아져서 브랜드에 대한 친근감

과 호감을 제공하여 신뢰도와 친숙도를 높아지게

한다. 또한 브랜드는 소비자의 마음속에서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그것을 품질의 기준으로

연상하거나 소비자가 구매행동을 할 때 기본적인

동기 부여를 한다. 이에 기업들은 높은 브랜드 인지

도를 형성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모

델을 자사 광고 모델로 기용하여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고자 한다.

패션 제품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에 관한 연구는

주로 소비자 변인과 함께 조사되어 지고 있다. 전향

희35)의 연구에서 쾌락적 쇼핑 가치를 가진 소비자

는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경우 구매의도가 높았고

실용적 쇼핑 가치를 가진 소비자는 브랜드 인지도에

민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라36)는 브랜드

인지도가 낮을수록 소셜 커머스에서 집단주의 성향

이 높은 소비자의 구매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장혜원37)에 따르면 감성 제품군인 캐주얼웨어에

서 브랜드 인지도는 브랜드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호림38)은 브랜드 인지도,

매장 이미지, 지각된 가격이 높을수록 지각된 품질

이 더 높게 나타나 구매의도가 상승하는 것을 밝혔

다. 따라서 브랜드 인지도는 소비자의 구매의도와

호의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3. 소비자 자기관
1) 소비자 자기관의 개념

자기관(Self-construal)이란 타인과의 관계에 있

어서 개인이 타인과 가까운 정도에 따라 형성된 개

인의 사고, 감정 그리고 행동양식을 말한다.39) 이러

한 자기관은 어떤 현상에 대한 자신의 관점, 평가,

행동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40)

개인의 자기관은 타인에게 느끼는 유대감의 정도

에 따라 독립적 자기관(independent self-construal)

과 상호의존적 자기관(interdependent selt-con-

strual)으로 구분된다. 이때 독립적 자기관은 개인주

의 성향이 강한 사람으로 타인이나 사회의 시선과

규범에 관계없이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드러내고

개인의 목적을 집단의 목적보다 중요시 하는 경향

을 보인다.41) 반면 상호의존적 자기관은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으로 구분되며42) 사고, 감정, 행동

에 있어 집단의 가치와 규범을 중시한다.43) 따라서

상호의존적 자기관을 가진 이들은 자신의 자아를

집단의 일부로써 파악하고 자신이 소속한 집단의

규범, 상황과 조화를 이루고자 하며 다수의 견해에

따르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44)

자기관은 개인 및 집단이 속한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어진 사회문화적 산물이며, 국가와 문

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45) 서양 문화권

에서는 독립적 자기관이 높고 동양 문화권에서는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최

근의 연구에서는 같은 문화 내에서도 개인 마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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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의류 브랜드 광고 모델 유형

￭유명인 모델

￭일반인 모델

스포츠 의류 브랜드 인지도

￭고

￭저

소비자 자기관

￭독립적 자기관

￭상호의존적 자기관

￭스포츠 의류 브랜드에

대한 호의도

<그림 1> 연구 모형

러 가지 변수가 개입되어 자기관이 다르게 형성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밝혀져 문화권으로만 자기관을

나누는 것은 무리가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소비

자 자기관에 관한 실증 연구는 크게 문화 같은 거시

적인 관점과 개인의 특성인 미시적인 관점에서 이루

어졌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Markus, Kitayama46)는

서양 문화권에서는 개인주의 문화가 나타나고 동양

문화권에서는 집단주의 문화가 나타난다고 주장 하

였다. Han, Shavitt47)의 연구에서는 독립적 자기관

이 높은 미국 소비자는 개인 혜택을 강조하고 상호

의존적인 자기관이 높은 한국 소비자들은 집단 혜

택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류학 분야에서 심정희48)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성향에 따른 의복 행동 차이를 연구한 결과, 개인주

의 성향의 집단은 의복 행동 시 대담한 이미지를

추구하고 집단주의 성향의 집단은 여성스러운 이미

지를 추구하는 것을 밝혔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모형과 가설
본 연구의 실험설계는 2 (소비자 자기관 : 독립

적 자기관 vs 상호의존적 자기관) X 2 (스포츠 의

류 브랜드 광고 모델 유형 : 유명인 모델 vs 일반

인 모델) X 2 (스포츠 의류 브랜드 인지도 : 고 vs

저)의 3원 혼합 요인 설계이다. 이 중 광고 모델 유

형과 브랜드 인지도는 집단 내 변인이고 소비자 자

기관은 집단 간 변인이다. 본 연구의 연구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광고 모델 유형, 브랜드 인지도, 소비자

자기관은 각각 소비자의 스포츠 의류 브

랜드에 대한 호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2. 광고 모델 유형이 호의도에 미치는 영향

은 브랜드 인지도에 따라 다를 것이다.

가설 3. 광고 모델 유형이 호의도에 미치는 영향

은 소비자 자기관에 따라 다를 것이다.

가설 4. 브랜드 인지도가 호의도에 미치는 영향

은 소비자 자기관에 따라 다를 것이다.

가설 5. 소비자 자기관에 따라 브랜드 인지도가

호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광고 모델의 유

형에 따라 다를 것이다.

2. 용어 정의
1) 조작적 정의

(1) 소비자 자기관

본 연구에서 소비자 자기관은 자아에 대한 개인

의 관점 및 자아도식의 구조를 말한다. 이를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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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Kim et al.49)의 연구에서

이용된 20문항 중 곽지혜50) 의 연구에서 분석하여

검증한 10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총 10

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2) 브랜드 인지도

브랜드 인지도는 고객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특

정 브랜드에 대한 태도의 강도이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조사에서는 20

~30대 20명의 남녀 소비자를 대상으로 ‘2012년 스

포츠 브랜드 점 별 월 매출 현황’51) 에서 소개된 17

개 스포츠 브랜드 중 축구화를 판매하고 있는 10개

브랜드를 선정하여 브랜드 인지도를 조사하였다. 이

를 5점 척도로(1=전혀 모른다, 5=잘 알고 있다)

측정하였으며 나이키가 가장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카파가 가장 낮은 브랜드 인지도를 갖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3) 광고 모델 유형

본 연구에서의 광고 모델 유형은 지명도에 따른

광고 모델 유형으로 유명인과 일반인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광고 모델 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예비

조사에서는 ‘2012년 스포츠 브랜드 점 별 월 매출

현황’에 소개된 17개 스포츠 브랜드 중 축구화를 판

매하고 있는 10개 브랜드를 선정하여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스포츠 브랜드의 홈페이지 및 패션채널,

GQ, 코스모폴리탄, 쎄씨, 바자에 게재된 잡지광고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스포츠 스타를 광고 모델로 사

용한 브랜드는 전체의 41%로 나타나 현재까지 스

포츠 브랜드에서는 유명 스포츠 스타를 메인 광고

모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스포츠 스타를 본 연구의 유명인 모델로 선정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명인 광고 모델로 한국갤

럽리서치 연구소에서 발표한 2012년을 빛낸 스포츠

스타 3위의 축구 선수 박지성을 선정하였고 일반인

광고 모델로는 축구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

람으로서 비 유명인인 축구 동호회 회장 이진성을

가상의 인물로 선정하였다.

(4) 호의도

본 연구에서 호의도는 제품에 대한 좋고 나쁨을

나타내는 선호도로, 이를 측정하기 위해 Taylor,

Bearden52)의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한 3개의 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5) 자극물

호의도 측정을 위해 브랜드 인지도와 광고 모델

유형을 달리한 4개의 자극물(유명인 모델/ 높은 브

랜드 인지도, 비유명인 모델/ 높은 브랜드 인지도,

유명인 모델/ 낮은 브랜드 인지도, 비유명인 모델/

낮은 브랜드 인지도)을 제작하였다. 각 자극물은 소

비자가 스포츠 브랜드의 홈페이지 및 잡지 광고를

통해 볼 수 있는 사진을 토대로 모델 유형과 브랜

드 인지도 만을 달리하고 사진 속 다른 조건들을

최대한 일관되게 통제하여 구성하였다.

4. 연구 대상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스포츠 브랜드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사용한 경험이 있는 서울, 경기 지역의 20~30대 남

녀 총 2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

사 기간은 2012년 4월 한 달간 이루어졌다. 회수된

260부의 설문지 중 불완전한 설문지 5부를 제외한 총

255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 방법은 SPSS

12.0 for Windows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였다. 먼저,

독립변인의 조작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T-test 를 실

시하였다. 또한 패션 광고 모델, 브랜드 인지도, 자기

관의 종속변수인 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삼원 변량 분석(Three-way ANOVA)을 사용하

고 각 변인의 상호 작용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단순

상호 작용 분석과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 분석 및 결과
1. 독립 변인 조작 분석

1) 소비자 자기관에 따른 집단 세분화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자기관에 따라 독립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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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값
%

독립적 자기관 상호의존적 자기관

집단1(독립적) 3.78 1.22 45.3%(n=115)

집단2(상호의존적) 1.97 3.03 54.7%(n=140)

<표 1> 소비자 자기관에 따른 집단 세분화

변량원

소비자 자기관

전체상호의존적 독립적

광고 모델 유형

유명인 일반인 유명인 일반인 유명인 일반인

브랜드

인지도

고

3.89

(0.81)

1.85

(0.63)

4.10

(0.85)

2.26

(0.77)

3.95

(0.83)

2.05

(0.68)

2.93(0.73) 3.18(0.81) 3.05(0.76)

저

2.22

(0.74)

1.41

(0.61)

3.87

(0.72)

1.32

(0.60)

2.55

(0.73)

1.36

(0.60)

1.81(0.66) 2.10(0.69) 1.95(0.68)

전체

3.11

(0.80)

1.63

(0.68)

3.79

(0.83)

1.79

(0.70)

3.30

(0.82)

1.70

(0.69)

2.37(0.76) 2.64(0.78) 2.5(0.77)

<표 2> 광고 모델 유형, 브랜드 인지도, 소비자 자기관에 따른 호의도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

기관, 상호의존적 자기관으로 나누기 위해 독립적

자기관 5개 문항과 상호의존적 자기관 5개 문항의

평균을 구하였다. 독립적 자기관과 상호의존적 자기

관의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 어느 한쪽 자기관 차

원의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그 차원의 자기관이 강

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 결과는 <표

1>와 같다.

<표 1>에 따르면 독립적 자기관이 높은 집단은

45.3%(115명)이며,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높은 집단

은 54.7%(140명)로 나타났다.

2. 종속변인 신뢰도
본 연구에서 종속변인은 광고 모델 유형, 브랜드

인지도, 소비자 자기관에 따른 소비자의 호의도로

가설 검증에 앞서 각 측정항목에 대한 신뢰도 검증

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호의도를 묻는 3개 문항간

의 신뢰도 계수(Cronbach'a)는 0.82 로 나타나 비교

적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3. 인구 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의 응답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가 71.9%

(184명)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응답 대상자의

연령은 만 26-30세 이하가 35.2%(89명)로 가장 높

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만 21-25세 이하가 22.6%

(58명), 만 31-35세 이하가 22.6%(58명), 만 20세

이하가 14.1%(26명), 만 36-40세 이하가 5.5%(14

명)를 차지하였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48.4%

(123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대학교 재

학이 34.4%(88명), 대학원 재학 이상이 13.3%(34

명), 고등학교 졸업이 2.3%(6명)을 차지하였다. 또

한 직업은 회사원이 36.7%(93명)로 가장 높은 비율

을 차지하였으며 학생이 32.8%(84명), 전문직이 13.3%

(34명), 공무원이 4.7%(12명), 서비스업이 3.9%(10

명), 자영업 및 기타가 8.6%(22명)을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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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집단간
소비자 자기관(A) 44.04 1 44.04 24.69***

오차 451.21 254 1.78

집단내

광고모델유형(B) 490.05 1 490.05 386.08***

A*B 9.07 1 9.07 2.24

오차 321.13 254 1.27

브랜드인지도(C) 2.69 1 2.69 1.09

A*C .11 1 .11 .07

오차 364.45 254 1.44

B*C 4.02 1 4.02 2.90

A*B*C 2.87 1 2.87 5.80*

오차 125.36 254 .50

전체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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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광고 모델 유형, 브랜드 인지도, 소비자 자기관에 따른 호의도에 대한 변량 분석

4. 연구 결과
1) 광고 모델 유형, 브랜드 인지도, 소비자 자기

관에 따른 소비자의 호의도에 관한 연구

광고 모델 유형, 브랜드 인지도, 소비자 자기관이

소비자의 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소비

자 자기관은 집단 간 변인이며 광고 모델 유형과

브랜드 인지도는 집단 내 변인으로 삼원 변량 분석

을 실시하였다. 3원 혼합설계에 의한 3원 변량 분석

의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으며, 아래 <표 2>는

광고 모델 유형과 브랜드 인지도, 소비자 자기관에

따른 호의도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의 결과이다.

<표 3>의 결과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광고 모델

유형(F1,255=386.08, p<.001), 소비자 자기관(F1,255=

24.69, p<.001)은 모두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지

만, 브랜드 인지도(F1,255=1.09, n.s.)는 호의도에 있

어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즉, 광고 모델 유형인 유명

인과 일반인, 소비자 자기관의 유형인 독립적 자기

관과 상호의존적 자기관에 따라 호의도에는 각각

유의한 차이가 있고 브랜드 인지도에 따라서는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험자들은 유명인 모

델이(M=3.30) 광고를 할 때 일반인 모델이(M=

1.70) 광고를 할 때보다 스포츠 브랜드에 대한 호의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립적 자기관을

가진 피험자들은(M=2.64) 상호의존적 자기관을 가

진 사람들(M=2.37)보다 스포츠 브랜드에 대한 호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고 모델 유형과 브랜드 인지도, 광고 모

델 유형과 소비자 자기관 간에 유의한 이원 상호

작용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와 <가설 3>은 기각되었다. 또한 <표 3>에서와 같

이 브랜드 인지도와 소비자 자기관 간에 호의도에

있어 유의한 상호 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

라서 <가설 4>는 기각되었다.

그러나 호의도에 있어 소비자 자기관에 따라 브

랜드 인지도와 광고 모델 유형 간에 유의한 상호

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F1,255=5.80, p<.05)

<가설 5>는 채택되었다.

따라서 소비자 자기관 x 브랜드 인지도 x 광고

모델 유형에 대한 삼원 상호 작용에 대한 단순 상

호 작용 분석을 실행하였다<표 4>. <표 4>을 살펴보

면, 독립적 자기관이 높은 집단(F1,255=5.30, p<.05)

과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높은 집단(F1,255=11.40,

p<.01) 모두에서 광고 모델 유형과 브랜드 인지도

간에 호의도에서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服飾 第64卷 1號

- 26 -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광고 모델 유형*브랜드 인지도

at 소비자 자기관(독립적)
19.61 1 19.61 5.30*

오차 942.59 254 3.70

광고 모델 유형*브랜드 인지도

at 소비자 자기관(상호 의존적)
19.61 1 19.61 11.40**

오차 438.52 254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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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소비자 자기관 x 광고 모델 유형 x 브랜드 인지도의 삼원작용에 대한 단순 상호작용 분석

변수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브랜드 인지도at광고 모델 유형(유명인)

at 소비자 자기관(독립적)
.03 1 .03 .03

오차 207.49 254 .82

브랜드 인지도at광고 모델 유형(일반인)

at 소비자 자기관(독립적)
41.28 1 41.28 37.06***

오차 282.94 254 1.11

브랜드 인지도at광고 모델 유형(유명인)

at 소비자 자기관(상호 의존적)
12.25 1 12.25 8.34**

오차 373.03 254 1.47

브랜드 인지도at광고 모델 유형(일반인)

at 소비자 자기관(상호 의존적)
.20 1 .20 1.78

오차 28.88 25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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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소비자 자기관 x 광고모델유형 x 브랜드 인지도 삼원상호작용에 대한 호의도에서의 단순 주효과 분석

났다. 소비자 자기관이 독립적인 집단과 상호의존적

인 집단일 때 유의한 상호 작용의 출처를 밝히기

위해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의 분석 결과를 보면, 자기관이 독립적인

경우 광고 모델이 일반인(F1,255=37.06, p<.001)인 경

우에 브랜드 인지도에 따라 호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관이

상호의존적인 경우에서는 광고모델이 유명인(F1,255=

8.34, p<.01)인 경우 브랜드 인지도에 따라 호의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에서와 같이 상호의존적 자기관과 독립

적 자기관 모두에서 유명인이 광고하는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에 가장 호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피험

자가 상호의존적 자기관을 가졌을 때는 유명인인

박지성이 광고하는, 인지도가 높은 나이키와 인지도

가 낮은 카파 간에 호의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높은

피험자들에게는 일반인이 광고하는 나이키와 카파

간에는 호의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독립적 자기관을 가진 집단은 일반인이 광

고하는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나이키와 브랜드 인

지도가 낮은 카파 간에 호의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험자가 독립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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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일반인 유명인 일반인

독립적 자기관 집단 상호의존적 자기관 집단

<그림 2> 소비자의 자기관에 따른 광고모델 유형과 브랜드 인지도가

호의도에 미치는 삼원 상호작용

기관을 가졌을 때는 유명인인 박지성이 광고하는

브랜드들 간에는 인지도가 높거나 낮음에 관계없이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명인 광고 모델에 대한 광고 효과가 높다

는 박형도53), 김태형54)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며 브

랜드 인지도는 브랜드 선호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장혜원55)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

결과 소비자의 호의도는 소비자의 자기관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며 상호의존적 자기관을 가진

소비자들에게는 유명인이 광고를 할 때는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야 광고효과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독립적 자기관을 가진 소비자들에게는

유명인이 광고를 하면 브랜드 인지도의 높고 낮음

에 영향을 받지 않으나 일반인이 광고를 할 경우는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제품이어야만 광고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브랜드의 마케팅 전략 수립 시 유행을 선

도하기 보다는 추종할 확률이 높은 상호의존적 자

기관을 가진 소비자들에게 제품에 대한 호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광고 모델을 선정 할 때 유명인

모델을 기용하여 제품을 광고하거나, 일반인 모델을

기용할 때는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제품을 광고하

여 소비자의 호의도를 상승시키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여가 시간의 증가로 인해 아웃도어 활동의 증가

와 올림픽, 월드컵 등의 스포츠 경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스포츠 의류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스포츠 의류 시장의 확대에 따른 스포츠 미디어 발

달로 인해 스포츠 마케팅 시장이 활발히 전개 되면

서 기업들이 높은 인지도와 소비자들의 애호성을

충족하고 있는 스포츠 스타 선수를 모델로 기용한

광고가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스

포츠 브랜드를 중심으로 광고 모델 유형, 브랜드 인

지도, 소비자 자기관이 소비자의 호의도에 미치는

상호작용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광고 모델 유형, 브랜드 인지도, 소비자 자

기관이 소비자의 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광고 모델 유형인 유명인과 일반인, 소비자

자기관 유형인 독립적 자기관과 상호의존적 자기관

에 따라 호의도에 있어 각각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

났다. 그러나 브랜드 인지도의 고, 저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둘째, 광고 모델 유형, 브랜드 인지도, 소비자 자

기관이 호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유의한 삼원

상호 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의존

적 자기관을 가진 소비자들에게는 유명인이 광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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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와 인지도가 낮은 브랜

드 간에 호의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 독립적 자기관을 가진 소비자들에게는

일반인이 광고를 할 때 브랜드 인지도가 높고 낮음

에 따라 호의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상호의존적 자기관을 가진 소비자들과

독립적 자기관을 가진 소비자 모두에서 유명인 모

델이 광고를 할 때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에

대해 낮은 브랜드 보다 더 호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급성장하는 스포츠 브랜드의 광고 전

략에 대해 유의한 시사점을 갖는다. 소비자들의 내

재된 자기관이 독립적인 지 상호의존적인 지에 따

라 유명인 모델과 비유명인 모델이 광고를 할 때

스포츠 브랜드 제품에 대한 호의도에 유의한 차이

가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스포츠 브랜드의 광고 전

략 수립 시 소구하는 대상을 차별화하여 광고 전략

을 수립한다면 효과적인 광고효과를 기대할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스포츠 브랜드 광고 시 인지도

가 높은 모델을 기용하는 것만이 최선의 광고효과

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타겟으로 하

는 소비자층의 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광고모델을

기용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스포츠 브랜드의 광고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연구 결과를 통해 살펴본 본 연구의 제한점

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유명인 모델과 일반인 모델

에 따른 소비자들의 호의도 차이를 조사하고자 하

였다. 그러나 결국 유명인 모델은 일반인 모델에 비

해 인지도 뿐 아니라 호의도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음을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밝힌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유명인과 일반인 모델이 인지도에

서만 차이를 가질 뿐 호의도에서는 호감의 정도가

유사한 모델을 선정하여 연구를 해 보는 것이 요구

되어진다.

둘째, 본 연구의 피험자는 서울, 경기 지역의 20~

30대 남녀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전국에 거주하는 전체 연령대의 소비자들로 확대

해석하여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스포츠 브랜

드의 상품을 구매하는 연령대가 다양해지고 있으므

로 좀 더 다양한 연령대와 성별을 대상으로 연구되

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피험자는 남자가 대다수이며 축

구화는 남성 소비자 대상의 품목이므로 연구 결과

를 전체 소비자들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여성들의 스포츠 상품 구매 빈도도 증가하고 있으

므로 성별에 따른 다양한 상품을 비교 연구한다면

스포츠 브랜드의 광고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효

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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