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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텔 비 로그램에 제품이 등장하는 PPL은 통 인 고와는 달리 시청자들의 재핑(zapping)을 피

할수있으며,드라마주인공이주로사용하여스타마 의역할을 하는등 다양한장 이 있다.PPL에

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PPL이 제시되는 방식에 따른 효과의 검증에 집 하 는데,PPL의 효과를 바

르게 이해하기 해서는 수용자의 특성에 한 연구도 필요하다.이에 본 연구는 수용자의 소비성향과

PPL효과의 계를 연구하기 해, 랜드소비성향과 충동구매성향이 PPL제품태도에 미치는 향과 자아

존 감의 역할을 살펴보았다.연구결과, 랜드소비성향과 충동구매성향이 높을수록 PPL제품에 호의 인

태도를 보이며,자아존 감도 PPL제품태도에 정 인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즉,개인의

소비성향에 따라 PPL에 한 반응의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 중심어 : PPL제품태도 브랜드소비성향 충동구매 자아존중감 개인성향

Abstract

Unliketraditionaladvertisingpractice,productplacement(PPL)hasseveraladvantagessuchas

avoidingzappingandworkingascelebrityendorsement.Previousresearchhasbeenmainly

focusedonthepresentationstyleofthePPL.However,tounderstandtheeffectofthePPL

processproperly,itisnecessarytostudytheaudience'spersonality.Therefore,thisstudy

attemptedtoinvestigatetherelationshipbetweenaudience'sconsumptiontendencyandthe

effectofthePPL.Morespecifically,thecurrentstudyexaminedtheinfluenceofthebrand

consciousnessandimpulsivebuyingtendencyontheattitudetowardthePPL.Theresults

showedthatpeopleconsideredtobehighlybrandconsciousandimpulsivebuyingtendency

seem tohavemorefavorableattitudetowardthePPL.Indeed,self-esteem haveapositive

influenceontheattitudetowardthePPL.Therefore,consumer'spersonalityisrelatedtotheir

responsetothePPL.

■ keyword : Attitude Toward Product Placement Brand Consciousness Impulsive Buying Tend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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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TV와 화 등의 다양한 콘텐츠에 랜드 제품이 등

장하는PPL(productplacement)은 통 인 고의

안으로 각 을 받고 있다.국내의 경우 PPL은 2010년

방송법개정으로드라마와 능 로그램에본격 으로

활용되기 시작하 다.방송환경의 변화는 PPL에 한

심을더욱증가시키고있다.시청자들의 고를기피

하는 경향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으며,특히 텔 비

로그램 시청방식의 변화는 기존의 고에 요소

로작용하고있다.즉,텔 비 로그램을본방송시간

에 시청하기보다는 VOD나 인터넷,모바일 기기 등을

통해시청하는경향이증가하면서제품을보다많이노

출시키기 해서 로그램 사이에 들어가는 고보다

로그램 내에 배치되는 PPL에 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 실이다.

게다가기존의연구에의하면,소비자들은다른 고

와비교하여PPL에 정 인평가를내리고있으며,주

목도와 호감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1].이는 다양한

PPL의 성공사례에서 입증되며,최근 성공한 드라마

PPL의 경우 그 향력이 국내 시청자들에게만 국한되

지않는다.한류드라마와 능 로그램의인기는PPL

제품에 한 심을 해외 시청자들에게도 불러일으킨

다.가장 최근의 표 인 사례가 ‘별에서 온 그

(SBS)’이다.드라마에서천송이(지 )가즐겨먹고항

상찾는‘치맥’(치킨과맥주)은 국에서폭발 인인기

를 얻었고(이데일리,2014.4.4),천송이의 자동차(일명

‘붕붕이’)와 도민 (김수 )의 자동차인 벤츠는 국

은 층에 이미지 개선과 그에 따른 매 증가가 있었

다고 한다(헤럴드경제,2014.3.20.).

이러한 PPL의 성공사례는 PPL이 강력한 효과를 발

휘할수있음을보여주지만,PPL이항상성공하는것은

아니다.여 히 PPL이 어떤 경우에 성공하는지,어떤

과정을 통해효과를발휘하는지에 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실이다. 한기존의연구는PPL이드라마나

능 로그램에서어떻게제시되는지에주로집 하 으

며,PPL에노출되어반응하는수용자의특성에 해서

는 심이 부족하 다[2][3].PPL이라는 설득 시도에

응하는개인차가있음에도불구하고,개인의PPL설

득 메시지 로세싱 차이는 그 동안 학자들의 심을

덜 받아온 역이다[4].그 지만,PPL의 효과를 제

로 이해하기 해서는 PPL이 제시되는 방식뿐만 아니

라 PPL메시지를 수용하는 시청자에 한 보다 심층

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본연구는PPL의효과에 향을미치는수용자

의 개인성향에 해서 연구하고자 하 다.구체 으로

PPL제품태도에 랜드소비성향과 충동구매성향이 어

떠한 향을미치는지를살펴보고자하 다.드라마등

방송 로그램에 등장하는 PPL제품의 경우 유명 랜

드제품이많으며,스타들이직 사용함으로써제품을

더욱 매력 으로 보이게 하는 경향이 있다.따라서

랜드제품을 좋아하는 소비자들의 경우,PPL제품에 더

호의 인 반응을 보일 수 있고,충동구매성향이 강한

소비자들도 PPL제품에 해 더 정 으로 반응할 수

있다.이에 본 연구는 랜드소비성향과 충동구매성향

이 PPL제품태도와 어떤 련이 있는지를 실증 으로

검증하고자 하 으며, 랜드소비성향과 충동구매성향

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선행 요인으로 자아존 감의

역할도 살펴보았다.

II. 기존문헌검토 

1. 자아존중감, 브랜드소비성향, 충동구매성향

1.1 자아존중감과 브랜드소비성향 

자아존 감(self-esteem)은자기자신에 한가치나

요성을포함하는총제 인평가 태도라고할수있

다[5].즉,자아존 감은자기자신에 한평가 인기

으로 작용하며,자아정체성의 일부로 간주되기도 한

다. 한자아존 감은개인의사고와태도를비롯하여

가치 과행동에도 향을 미치는 주요한 심리 요인

이다[6].특히소비 련분야에서개인소비자의성향으

로자아존 감이 심을받은 이유는 이것이 소비행동

에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7].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 감과 련 있는 소비성향으

로 랜드소비성향과 충동구매성향을 살펴보았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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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랜드소비성향은 유명상표,즉 고를 많이 하고

리알려진 랜드제품을선택하려는 정신 인성향

[8], 는 소비자가 랜드 제품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자신 는타인이사용하는 랜드에 심을갖는성향

으로 정의할 수 있다[9].이는 랜드 민감성(brand

sensitivity)과유사하다.즉, 랜드소비성향이높은소

비자들은제품을구매하는경우,다른사람들이인정하

는 유명 랜드 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아존 감과 랜드소비성향의 계는기존의연구

를 바탕으로유추해볼 수 있다.편세린(1997)의 연구에

서 청소년 소비자는자아존 감이낮을수록 소비지향

태도를 가지고 있고,과시소비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0].명품 랜드 소비와 련한 연구도 유사

한 결과를 제시한다.구승회(2011)의 연구에서 자아존

감이 낮은 집단일수록 상 으로 명품 랜드 모조

품의 구매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1].이러한 결

과는 자아존 감이 과시 인 소비,유명 랜드 소비와

계가있음을보여주는데,주로자아존 감이낮은소

비자의경우물질 인소비를통해부족한자아를보충

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12].

[가설1]자아존 감은 랜드소비성향에 부(-)인

향을 미칠 것이다.

1.2 자아존중감과 충동구매성향 

충동구매는 상품을 구매할 때,계획 이거나 이성

인 구매가 아닌 즉각 이고충동 으로 구매하는성향

으로 비계획 인 구매와 동일하게 사용되기도 한다

[13].충동구매를 하는 사람들은 부정 인 감정을 해소

하거나즉각 인자기만족감을얻기 해서, 는특정

한 문제를 외면하려고 구매를 하는 경향이 있다.지나

친 충동구매는 경제 인 문제뿐 아니라 심리 인죄책

감,우울함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12].

기존의 연구결과에 의하면,자아존 감은 충동구매

와상당히 한 계가있다[14][15]. 를들어,청소

년들의 의복 충동구매와 련된 요인을 분석한 결과,

자아존 감이 낮을수록 의복을 충동 으로 구매하는

경향이 높았다[16].즉,자신에 한 존 감이 낮은 사

람들은스스로에 한자신과확신이없기때문에이를

보상하기 해충동 인구매를하는성향이있기때문

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14][16].

[가설2]자아존 감은 충동구매성향에 부(-)인

향을 미칠 것이다.

1.3 브랜드소비성향과 충동구매성향 

랜드소비성향은충동구매성향과도 계가있는듯

하다.특히의류구매의경우충동구매소비자들은유명

상표와 같은 사회 가치에 향을 많이 받으며,충동

구매집단은비충동구매집단보다편의 쇼핑과쾌락

쇼핑을 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17].즉,충동

구매성향이 높은소비자들은 랜드제품 소비를 더 선

호하는듯하다.즉,충동구매성향이높은사람들이유명

제품 구매를 통하여 자아정체성을 표 하고 자기 이미

지를증진시키려하기때문이다.실제로충동구매성향

이높은사람들이PPL로자주등장하는옷,보석,화장

품같은신체 인매력과외모 련된제품을구매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18].

[가설3]충동구매성향은 랜드소비성향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2. 개인성향과 PPL제품태도

2.1 자아존중감과 PPL제품태도 

자아존 감이 PPL제품에 한 태도와 어떤 련이

있는지는기존의연구결과가없기때문에 측이쉽지

않다.다만, 련된연구에서그가능성을유추해볼수

있다.앞서 언 하 듯이,자아존 감이 낮은 경우,이

를보상하기 해다른사람들이인정해주는사회 상

징물을더소비하는경향이있다[12].즉,PPL제품은

부분 주요 등장인물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소 유

명 랜드제품이많기때문에PPL제품역시사회 인

상징성을 지닐 수 있다.이에 본 연구는 자아존 감이

PPL제품에 한 태도와 어떤 계가 있는지를 살펴보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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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측정모형

[연구문제1]자아존 감은PPL제품태도에어떤 향

을 것인가?

2.2 브랜드소비성향과 PPL제품태도 

랜드소비성향은PPL제품태도와 계가있는것으

로 보인다.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랜드 의식

(brand-conscious) 는 랜드 민감성이 높은 청소년

들이 PPL제품에 해 더 호의 인 것으로 나타났다

[19]. 한 다른 사람을 의식하여 랜드를 소비하는

‘체면 시 랜드소비성향’의 경우에도 PPL제품태도

와구매의사모두에 정 인 향을미치는것으로나

타났다[3].즉,체면을 의식하여 유명 랜드제품을 선

호하는 소비자들은 PPL제품을 정 으로 평가하고

PPL제품의 구매의사도 높다고 할 수 있다.

[가설4] 랜드소비성향은PPL제품태도에정(+)인

향을 것이다

2.3 충동구매성향과 PPL제품태도 

충동구매성향은 PPL제품에 한 반응과도 계가

있을 수 있다.충동구매성향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제

품을즉각 으로 구매하는경향으로 이러한 성향을 지

닌 사람들은 PPL제품에 해 더 호의 인 반응을 보

일 수 있다.기존의 연구에 의하면,충동구매성향이 높

은집단은제품의혜택을강조하는 고보다제품이미

지 고에더호의 인평가를내리는것으로나타났다

[20].PPL의 경우도 스타들이 사용하면서 이미지를 강

조하는경우가빈번하다.그 지만,PPL제품에 한태

도와 충동구매성향과의 계에 한 기존의 연구가 없

기 때문에 충동구매와 PPL에 한 련성을 측하기

는 쉽지 않다.이에 본 연구는 충동구매성향과 소비자

들이PPL제품에 한태도의 계를살펴보고자한다.

[연구문제2]충동구매성향은PPL제품태도에어떤

향을 것인가?

III. 연구방법 

1. 분석대상과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수도권소재 학의 커뮤니 이션 련 사

이버강좌 수강생을 상으로 온라인 서베이를 실시하

다.2013년9월둘째주일주일동안학생들이사이버

강좌 홈피에서 설문지를 다운받아 기입한 후,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250명이 참여하 으나,불

성실한응답자를제외하고239명의응답을분석하 다.

응답자의 인구학 분포를 살펴보면,남성이 130명

(54.4%),여성이 109명(45.6%)이었고,평균 연령은

21.64세 다.통계분석은 SPSSv.20과 AMOSv19.0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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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변인 측정

2.1 자아존중감 

자아존 감은 자신에 한 정 인 평가와 자신감

으로정의할수있다.본연구는 병재(1974)가번역한

로벤버그(Rosengerg,1965)가 개발한 척도 일부를

사용하여 자아존 감을 측정하 다[21].‘나는 체로

나 자신에 하여 만족한다’(자존감1),‘나에게는 좋은

이 많다고 생각한다’(자존감2),‘나는 무슨 일이든 다

른사람만큼잘할수있다’(자존감2),‘나는 가 어도

남들만큼가치있는사람이라고생각한다’(자존감4),‘나

는 나 자신에 해 정 인(좋은)태도를 가지고 있

다’(자존감5)의 5개 항목을 5 척도(1= 아니다∼

5=매우 그 다)로 측정하 다(m=3.75,sd=0.76).

2.2 브랜드소비성향 

스폴라스와 달(Sproles&Kendal,1986)은 랜드

소비성향을‘고 제품에 한소비자들의평가나호의’

로정의하 으며,이들이개발한척도의일부를이용하

다[15].‘유명한 국 인 랜드가 나에게 합하다’

(랜드1),‘체로 더 비싼 랜드가 나에게 더 좋다’

(랜드2),‘백화 이나 명품 상 이 좋은 제품을 제공

한다’(랜드3)의 3개 항목을 5 척도(1= 아니다

∼5=매우 그 다)로 측정하 다(m=2.45,sd=0.86).

2.3 충동구매성향 

충동구매성향은 응답자의 반 인 충동 인 구매

행동경향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박철(1996)이 개발한

척도를사용하 다[8].‘나는종종사 계획에없던물

건을구매할때가있다’(충동구매1),‘나는처음보는제

품이라도 마음에 끌리면 곧바로 사버린다’(충동구매2),

‘나는 가끔 충동 으로 물건을 사기도 한다’(충동구매

3),‘나는상 에들어서면뭔가를사고싶다는강한욕

구를 느낀다’(충동구매4)의 4개의 항목을 5 척도(1=

아니다∼5=매우 그 다)로 측정하 다(m=3.01,

sd=0.97).

2.4 PPL제품태도 

본 연구는 PPL제품에 한 태도를 소비자가 PPL된

제품에 해서 반 으로느끼는호의 는호감의정

도로정의하 다.서베이연구이기때문에특정한제품

에 한 태도를 측정하기 어려운 제한 이 있다.따라

서 응답자들이 평소에 PPL을 하는 제품에 해 갖고

있는 반 인 평가를 측정하고자 하 다.구체 으로

오미 (2011)의 척도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 다[22].

‘드라마 간에 보이거나 언 되는 특정 제품에 해

호감을 느낀다’(PPL태도1),‘드라마 간에 보이거나

언 되는제품에 해호의 이다’(PPL태도2),‘PPL

고를 하는 제품을 좋아한다’(PPL태도3)의 세 항목을 5

척도(1= 아니다∼5=매우 그 다)로 측정하 다

(m=2.77,sd=0.85).

IV. 연구결과

1. 측정 모형의 평가 

연구가설의 검증을 한 경로모형을 통한 변인들 간

의 계를 분석하기에 앞서 확증 요인분석(CFA:

confirmatoryfactoranalysis)을실시하 다.모형의

합도를 평가하기 해 기존의 연구에서제시한 합도

련 지수를 기 으로 살펴보았다[23][24].분석결과,

합도 지수인 χ2=95.181,df=84,p=.190,GFI=.950,

AGFI=.928, NFI=.950, TLI=.992, RMR=.044,

RMSEA=.024,PGFI=.665,PNFI=.760,PCFI=.795는 모

두 기 에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1.

한 측정모델의 표 화 경로계수가 모두 .05이상이

고모두통계 으로유의미한것으로나타났다.따라서

각구성개념간의수렴타당도와단일차원성은검증되었

다.개념신뢰도(크론박 알 α)역시 모든 요인에서 0.7

이상으로 나타나 받아들일만한 수 이었으며,평균분

산추출(AVE)도 모두 .50이상으로 합한 것으로 나타

났다.

1일반 으로 GFI,AGFI,NFI,TLI>.90,RMR,RMSEA<.08,PGFI,

PNFI,PCFI>.60일 경우 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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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측정모형의 분석결과

측정항목
표 화
경로계수

SE C.R. α계수
개념
신뢰도

AVE

자존감1 .729 - -

.891 .894 .628

자존감2 .873 .087 12.990***

자존감3 .737 .086 11.001***

자존감4 .793 .091 11.849***

자존감5 .821 .081 12.261***

브랜드1 .852 - -

.790 .814 .604브랜드2 .898 .096 11.926***

브랜드3 .529 .085 8.169***

충동구매1 .804 - -

.836 .843 .578
충동구매2 .749 .081 11.821***

충동구매3 .859 .081 13.295***

충동구매4 .603 .081 9.236***

PPL태도1 .959 - -

.843 .863 .688PPL태도2 .907 .053 17.302***

PPL태도3 .566 .059 9.556***

 ***p<.001

2. 연구 가설의 검증 

각가설에따른검증결과는[표2]에제시하 다.구

체 으로 살펴보면,자아존 감이 랜드소비성향에

부(+)인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1>은 지지되지

못하 다(β=.119,t=1.692,n.s.).

한 자아존 감이 충동구매성향에 부(-)인 향

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2>역시 지지되지 못하 지만

(β=-.106,t=-1.439,n.s.),기존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

로 자아존 감이 낮을수록 충동구매성향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 다.

충동구매성향이 랜드소비성향에정(+)인 향을

미칠것이라는<가설3>은지지되었다(β=.361,t=4.843,

p<.001).즉,충동구매성향이강할수록 랜드소비성향

도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결과 역시 기존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랜드소비성향이 PPL제품태도에 정(+)인 향을

미칠것이라는<가설4>도지지되었다(β=.229,t=3.089,

p<.01).이는기존연구의결과와일치하는데, 랜드소

비성향이 강할수록 PPL제품에 한 태도가 더 호의

인 것으로 보인다.

표 2. 구조모형의 평가

가설 경로
표준화
계수

SE C.R. p값
수용
여부

H1
자아존중감
→브랜드소비성향

.119 .082 1.692 .091 기각

H2
자아존중감
→충동구매성향

-.106 .099 -1.439 .150 기각

H3
충동구매성향
→브랜드소비성향

.362 .065 4.801*** .000 채택

H4
브랜드소비성향
→PP제품L태도

.229 .087 3.089** .002 채택

Q1
자아존중감
→PPL제품태도

.186 .093 2.728** .006 채택

Q2
충동구매성향
→PPL제품태도

.163 .076 2.182* .029 채택 

 ***p<.001,   **p<.01,   *p<.05

<연구문제1>의 경우자아존 감과 PPL제품태도의

계에 해 살펴보려고 하 는데,자아존 감이 PPL

제품태도에 정(+)인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186,t=2.728,p<.01).즉,자아존 감이 높

을수록 PPL제품에 더 호의 인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사하게충동구매성향과PPL제품태도와어떤 계

인지 탐구하고자 <연구문제2>를 검증한 결과,충동구

매성향이 PPL제품태도에 정(+)인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163,t=2.182,p<.05).다시

말해,충동구매성향이 강할수록 PPL제품태도도 더 호

의 인 것으로 보인다.

IV. 결론 및 논의

PPL은 텔 비 이나 화뿐 아니라 게임 콘텐츠

역에도 활용되고 있으며[25],앞으로 더욱 다양한 상

콘텐츠에서이용될것이다.따라서PPL의효과가어떤

과정을통해이루어지는지,어떤요인이 향을미치는

지에 한 연구는 요하다.그 지만,기존의 연구는

PPL의 제시방식에 주로 집 하 으며,PPL의 효과가

수용자 개인의 차이에 의해 발생할 수 있음을 간과해

온것이사실이다.이에본연구는기존연구의한계를

벗어나 텔 비 로그램의 PPL효과에 향을 미치

는 개인의 소비 련 성향을 연구하 으며,PPL효과가

일어나는과정에 한이해를더욱넓혔다는데그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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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보다 구체 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의의를논의하면다음과같다.첫째,기존의연구결과와

는달리자아존 감이 랜드소비성향과충동구매성향

과갖는 련성이드러나지않았다.그 지만,자아존

감이 직 으로 PPL제품태도에 향을 미친다는 결

과는의미가크다.즉,자아존 감이높을수록PPL제품

에 해 호의 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이는 자신에

해 정 으로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PPL제품을 통해

서 자신을 표 하려는 욕구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26].PPL제품들이 개인의 신분을 보여주거나 개인을

치장하는 의류,화장품 등이 많다는 을 생각하면,

PPL제품은 자아존 감을 높이는 도구로 인식될 수 있

다.특히,자아존 감이높은소비자들이PPL제품에

해 더 호의 이라는 결과는 PPL실행이 자아존 감이

높은소비자의욕구를더자극한다고생각할수도있다.

둘째,기존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랜드소비성

향은 PPL제품태도에 향을 미치는 주요한 개인성향

임이드러났다.PPL제품들이 랜드나고가의명품

랜드가많은 실을고려하면, 랜드에민감한소비자

들이PPL제품에 해더호의 인반응을보인다는것

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결과이다.즉,개인의 랜드

에 한소비성향의차이가PPL에 한수용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는 어떤 사람들이 PPL에 더 정

으로반응하는지에 한향후논의의기반이될것이다.

셋째,충동구매성향이높은사람들이PPL제품태도에

더호의 인것으로나타났는데,이는스마트미디어시

에함의를갖는다.최근의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는

드라마 주인공이 착용하고 있는 의상,가방 등이 마음

에 들면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스마트폰으로 동시에 검

색하고구매할수있다.마치상 에우연히들렸다

정에없던제품이마음에들어서구매하는것과동일하

게 TV를 시청하면서 마음에 드는 제품을 즉시로 구매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충동구매성향과 PPL제품태도가

계가 있다는 사실은 의미가 크다.

마지막으로 실무 인 차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

다.PPL을활용하고자하는마 터들의경우본연구의

결과를바탕으로 략을수립할수있다.PPL효과를높

이기 해서제품을제시하는방식뿐아니라타깃소비

자의 특성도 이해해야 한다. 를 들어,소비자들의 자

아존 감을 향상시킬 수있는 방향으로제품을배치하

거나,즉각 인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 등도 고

려해야 한다.

본연구의한계는다음과같다.첫째,본연구는 학

생들을 상으로 실시되었다.본 연구의 결과를 보다

일반화하기 해서는 실제로 랜드제품을 더많이 구

매하는 집단,즉 경제활동과 소비를 활발히 하는 직장

인과주부등을 상으로연구를해야한다.특히,후속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의 인구학 특성과 라이 스타

일 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본연구의경우일반 인PPL제품에 한태도

를측정하 다.개인의소비성향이PPL의효과에미치

는 향을보다 명확하게규명하기 해서는 실험연구

등이수행되어야한다.실제로PPL로등장하는특정한

제품에 한태도에개인의소비성향이어떤 향을미

치는지를 실증 으로 검증해야 한다.

셋째,후속연구는개인의성향과PPL의제시방식을

모두 고려하여 종합 으로 연구해야 한다.본 연구는

개인성향과PPL제품태도의 계만을살펴보았는데,실

제로 제품이 텔 비 로그램에서 어떻게 제시되는

지에 따라서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즉,주인공

이 사용하는 경우와 배경으로 제시되는 경우에 따라

PPL에 한소비자의반응이소비자개인의성향의

향을 받는지에 해서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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