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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is research has examined the relationship among film interest, clothing involvement, attitude 
towards ppl, preference for fashion products, and purchasing intention. In april 2014, 210 uni-
versity students in Seoul and Incheon filled out a survey. Frequency analysis, k-cluster analysis, 
t-test, anova, duncan's multiple range test, regression, and mediation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to analyze. Students who were more interested in film were higher in clothing involvement. 
Clothing involvement had larger influence on preference for fashion products and purchasing in-
tention than film interest. Students highly involved in clothing had more positive attitude towards 
ppl, preference for fashion products and purchasing intentions. Clothing involvement, attitude to-
wards ppl and preference for fashion products directly influenced purchasing intention. The pref-
erence for fashion products had the largest influence on purchasing intention. The preference for 
fashion products and attitude towards ppl had mediation influences between clothing involvement 
and purchasing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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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나라 영화시장은 점차 커지면서 2013년에는

영화인구가 2억 명을 넘어섰다. 이중 한국영화에 대

한 관객 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500만 명

이상 관람한 한국영화는 ‘7번방의 선물’, ‘설국열차’

등 8편으로 해마다 영화시장의 규모 확대와 함께 한

국영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Korean Broad-

casting Institute, 2013). 한국영화에 대한 관객의 증

가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광고 활용으로 이어져 영화

속에서 각 분야의 간접광고가 증가되고 있다. 간접광

고는 매체의 프로그램 안에서 특정업체나 특정인에

대한 홍보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관객인 소비자에게

거부감 없는 광고의 전달방법으로 구매, 구전의 효과

를 유도할 수 있어(Ha, 2004), 한국영화시장의 확대

와 함께 앞으로 더욱 간접광고의 증가가 예측된다.

간접광고에서는 패션제품의 비중이 높은데 이는

영화의 장르나 시나리오에 관계없이 다른 제품군들

에 비해 로고의 노출이 자연스러우며(Lee, 2001), 영

화의 주 관람객이 패션제품 구매비율이 높은 10대와

20대이기 때문이다(Lyi, Lee & Shin, 2004). 특히

2013년 간접광고의 비중은 아웃도어 상품, 휴대폰,

커피전문점 순으로 아웃도어 의류의 간접광고가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의 간접광고는 제품을 자주

노출하는 정도였으나 요새는 제품의 사용상황을 배

경으로 설정하기도 한다. 이는 사실상 영화의 스토리

전개를 간접광고 위주로 이끌어가는 것으로 이러한

관련 없는 간접광고는 영화에 대한 집중을 방해한다

(‘Outdoor PPL', 2013). 이와 같이 노골적인 간접광

고에 대한 심의규정 개정안이 촉구되고 있기는 하지

만 영화 제작사 입장에서 제작비 조달을 위한 간접

광고를 영화의 작품성을 위해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한국영화시장에 소비자들

이 몰려들고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불가피한 간접광고 현실 속에

서 무분별한 간접광고보다는 효과적인 간접광고가

중요하며, 최소한의 간접광고로 좋은 효과를 얻는 방

향으로 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간접광고에 대한 연구는 주로 간접광고에 관한 법

제도적인 측면과 간접광고의 효과적인 측면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져 왔다(Yeom, Kim & Han, 2006).

패션관련 간접광고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효과적인

측면을 연구한 것이 대부분으로 Kim & An(2003)의

TV드라마 속 패션상품 PPL을 중심으로 정보원의

전문성과 시청자의 유행관여도에 따른 간접광고 효

과에 대한 연구, Kim, Yoo & Lee(2004)와 Cho

(2007)의 TV드라마 PPL이 패션브랜드 선호도와 의

류구매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Shin &

Hong(2007)의 패션 브랜드 구매경험이 PPL 커뮤니

케이션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Kim &

Lee(2007)의 의상관심도, 유행관여도, 자의식 수준이

TV드라마 PPL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Ahn(2013)의 한국드라마 PPL에 대한 인식과 의복

동조성이 브랜드 태도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한일간 비교한 연구 등이 있다. 이와 같이 패션제품

간접광고 연구는 주로 TV매체를 대상으로 하여 유

행관여도, 브랜드 태도 등의 의복관련 변인들과 구매

행동의 관계 및 간접광고 방법 등에 따른 패션제품

간접광고의 효과에 대해 살펴본 것이 많았다.

그러나 현재 한국영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패션상품 간접광고가 영화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지만 여전히 영화 속 패션상품 간접광고에 대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TV가 아닌 영화

라는 매체를 활용한 패션제품의 간접광고에 대한 연

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영화제작을 위해 간

접광고가 난무하는 이 시점에 효율적인 간접광고를

위한 영화 속 패션제품 간접광고의 효과에 대한 연

구가 이루어져 패션업계와 영화제작사 입장에서의

효율적인 접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영화라는 매체를 활용하

는 간접광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패션

상품을 대상으로 간접광고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간

접광고의 효과로 구매의도를 살펴보았고, 인구통계학

적 특성, 영화관심도, 의복관여도, 간접광고에 대한

태도 및 영화 속에서 간접광고 되는 패션상품에 대

한 호감도를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선

정하여 이러한 변인에 따른 간접광고 효과를 살펴보

았다. 즉, 성별, 의류전공여부, 영화관심도, 의복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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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간접광고태도, 영화 속 간접광고 패션상품에 대

한 호감도와 구매의도의 관련성을 찾아봄으로써 영

화 속 패션상품 간접광고에 대한 효율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영화에서의 간접광고
간접광고란 제조회사가 영화 속에 자사의 특정 소

비제품을 결합시키는 것으로, 제조회사 측에서는 상

업적 의도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면서 수용자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려고 영화 속에 제품이나 브랜드,

로고 등을 자연스럽게 배치하여 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호의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자한다(Yang &

Sung, 2001). 이러한 간접광고는 급격한 매체환경의

변화로 기존 4대 매체(신문, 잡지, TV, 라디오)를 통

한 전통적인 광고들의 효용성이 감소되면서 기업들

에 의해 간접광고의 이용이 증가되었다(Yeom et al.,

2006). 특히 영화사 측에서는 제작에 들어가는 협찬

금 혹은 협찬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Son, 2002). 그리고 영화에서는 간접광고 금지규정

이 존재하지 않아(Yeam, 2005) 해마다 증가되는 영

화 제작비용의 조달을 위해 간접광고로 들어오는 수

입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고 이는 불필요할

정도의 간접광고들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Choi, 2002).

신문이나 잡지 등의 전통적인 광고는 소비자의 선

택에 따라 보지 않고 건너뛸 수 있는 반면에 영화나

TV 간접광고는 관객의 선택 권한이 거의 없고, 영화

상영 후에도 비디오나 사이트 등으로 계속적인 노출

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러므로 이러한 간접광고에 대해 소비자의 긍정적 반

응을 끌어내기 위하여 간접광고는 제품의 배치를 최

대한 극중과 어울리게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좋으며,

소비자들에게 호의적인 인물로 선정하는 것이 좋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Lyi et al., 2004). 좋아하는

주인공이 제품의 실제 사용상황을 보여 줌으로써 관

객들이 자신도 모르게 소비욕구를 가지도록 유도하

게 되는데, 이는 영화의 현실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규격화된 광고방송에 비해

별다른 거부감 없이 제품이나 브랜드를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Lim & Lee, 2003). 그러나 모든

브랜드나 제품들의 간접광고가 영화의 기본적인 과

정 안에 끼워 맞추기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소비자

들은 간접광고가 영화의 흐름을 깰 때 매우 불쾌함

을 느낀다. 따라서 모든 간접광고가 환영을 받는 것

은 아니다(Lehu, 2011). 그리고 영화가 기대만큼 흥

행이 되지 않은 경우 간접광고를 한 브랜드가 소비

자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간접광고의 효과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영화

속 내용과 잘 어우러져서 소비자의 호의적 반응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또한 영화에 간접광고를 한

후 인터넷, 방송, 잡지 등의 매체를 통해 영화와 간

접광고 브랜드 간의 상호협력적인 프로모션으로 광

고효과 증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할 것이다(Shin & Hong, 2007).

2. 영화관심도와 간접광고
영화는 소비자가 주도적으로 선택하는 문화 대상

으로서 영화 속 간접광고는 다른 매체와는 달리 소

비자가 회피할 수 없게 관람을 강요하여 효과적이라

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지나치면 영화 속

간접광고 자체에 부정적인 태도가 더 생길 수 있다

(Gao, 2012). Kim & Kim(2004)은 영화는 TV와 달

리 간접광고가 단발성에 그치는 단점이 있어 TV보

다 영향력이 작다고 하였는데, Gao(2012)의 연구에

서도 소비자들의 영화 속 PPL브랜드에 대한 전반적

인 구매의도는 높지 않으며, 영화가 끝난 후에도 관

람객들은 영화의 재미와 감동을 느끼며 즐거워할 뿐

이런 영화 속에 배치된 특정제품에 대한 기억을 줄

이는 작용을 하여 특정 브랜드에 대한 구매의도는

예상한 것보다 높지 않게 나타났다. 그러나 Lee

(2009)는 소비지향적인 관객의 경우 영화관람 전보

다 영화관람 후 브랜드 태도에 보다 긍정적이 되어

영화 속 간접광고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Lee

(1999)는 TV매체 관여도가 높으면 구매행동이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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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된다고 하였다. TV매체의 경우 TV를 많이 보

는 대학생이 거의 보지 않는 대학생에 비해 간접광

고의 효과가 더 높으며(Cho, 2007), 많은 드라마를

시청하기보다는 흥미와 관심이 있는 드라마를 시청

할 때 간접광고 효과가 더 높다는 결과가 있다(Kim

& Lee, 2007). 그러나 영화에 대한 관심이나 흥미에

따른 간접광고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

정으로 영화관심도에 따른 간접광고 효과를 살펴보

고자 하였다.

3. 의복관여도와 간접광고
관여란 제품이 개인의 가치나 신념체계에 관련됨

에 따라 발생하는 중요성, 관심, 흥미, 각성 및 감정

적 집착의 수준을 반영하는 내면의 상태로(Park &

Lee, 1992) 의복관여는 의복에 대한 중요성 정도나

관심으로 정의할 수 있다(Lim, 2006). 의복관여도는

일반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으며, 예술 전공자

가 그렇지 않은 전공자보다 높다고 하였다(Jeon,

2000). 그리고 Shin(2000)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TV 연예인의 의상에 관심이 많다고 하였으며, 의복

관여도가 높을수록 광고에 대한 태도는 호의적이며

구매의도도 높게 나타나 의복관여도가 높은 소비자

들은 광고매체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 & Lee, 2002). 또한 유행관여도와 패션리더성

이 높으면 간접광고로 배치된 패션상품에 대한 기억

을 잘 하며, TV드라마 속 간접광고 상품에 대한 구

매의도가 높게 나타났다(Kim & An, 2003). 그리고

유행에 민감하고 유행관여가 높은 학생일수록 간접

광고에 등장하는 의복에 주목하며 간접광고에서 사

용된 여러 브랜드 중 기억하는 브랜드의 개수가 많

았다(Song & Na, 2006).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영화 속 간접광고 상품을 패션상품으로 정했으므로

소비자의 의복관여도가 간접광고 효과인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어 의복관여도를 연구변

인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성별과 의류전공여부는 의

복관여도와 상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인구통계

학적 특성으로 선택하여 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

자 하였다.

4. 간접광고태도
간접광고태도는 간접광고에 대한 일반적 태도로

영화나 TV 등의 각종 매체에서 진행하는 간접광고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인식의 정도이다. Gupta,

Balasubramanian & Klassen(2000)의 연구결과 간접

광고에 대한 태도는 대체로 긍정적이고 영화를 보다

현실적으로 만들므로 간접광고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 간접광고에 대한 문제들을 인

식하고 있으나 이를 엄격히 규제하는 것보다 양성화

를 통해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태도를 보여

일반적으로 간접광고에 대한 태도가 우호적임을 시

사하고 있다(Yeam, 2005). 그러나 과도한 간접광고

는 브랜드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이끌지 않는다는

결과도 있다(Jin, 2007).

Lee(2009)는 간접광고에 대한 수용자의 태도에 따

라 현실성을 중요시 생각하며 간접광고를 합리적으

로 활용하는 현실적 옹호론자, 간접광고에 대해 비판

적이며 높은 윤리성을 요구하는 원칙적 비판론자, 그

리고 간접광고를 선호하며 소비에도 적극적으로 활

용하는 소비지향적인 수용자로 소비자를 3가지로 분

류하고, 이들 간의 간접광고상품에 대한 구매의도를

살펴보았는데 소비지향적인 수용자의 경우 원칙적

비판론자보다 구매의도에 긍정적 영향력을 가지며

간접광고태도가 간접광고상품의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광고에 대한 호감도는 구매의

도에 직접적 영향을 주며(Lee & Jeon, 2003), 패션

상품 간접광고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광고효

과가 높다는 연구(Pyo, 2013)가 있다. 따라서 간접광

고에 대한 일반적 태도를 영화 속 간접광고 패션상

품에 대한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변

인으로 선정하여 살펴보았다.

5. 간접광고 패션상품에 대한 호감도와
구매의도

상품에 대한 호감도는 그 상품에 대한 긍정적 관

심을 말하는 것으로 Biel & Bridgewater(1990)는 광

고상품에 대한 호감을 갖는 사람들은 중립적인 사람

보다 광고에 의해 두 배 더 설득된다고 하였다. 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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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일반적으로 광고상품에 대해 호감을 갖는 사람들

은 광고에 의해 더 설득된다는 결과가 있다(Cho,

2007).

구매의도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의

지를 말하는 것으로(Engel, Blackwell & Miniard,

1990), 구매의도는 광고효과를 측정하는 변인으로 광

고된 제품에 대해 소비자들의 구매행동과 연결되기

때문에 광고효과의 최종지표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

(Kim, Ahn & Shin, 2002). Kim & Kim(2004)은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의복지출비

가 높은 집단일수록 간접광고 패션상품에 대한 구매

의사가 높다고 하였다. Shin(2000)은 TV 의상을 통

해 의복의 스타일, 색상, 유행, 상표, 소재 등의 다양

한 정보를 얻으며 이를 통해서 상표를 기억한다고

하였다. Lee(2008)는 구매의도에 간접광고가 간접적

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리고 간접광고 방법

에 따라서는 간접광고 노출시간이 길수록 상품을 오

래 기억하며 제품의 구매욕구가 높아진다는 결과도

있으나(Cho, 2007; Kim et al., 2004), 중심부분에 간

접광고를 배치하면서 노출시간이 길면 브랜드 태도

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지만 구매의도에는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는 결과도 있었다(Hong, 2006).

이상에서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과 그

들의 인과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효과적인 간접광고

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연구에서는 영

화 속 간접광고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성별, 의

류전공여부, 영화관심도, 의복관여도, 간접광고태도,

호감도를 변인으로 선정하여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았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영화관심도와 의복관여도가 간접광

고태도와 간접광고 패션상품에 대한 호감도에 영향

을 미치고 이는 영화 속 간접광고 패션상품에 대한

구매의도로 이어질 것이라고 가정하고 연구모형을

<Fig. 1>과 같이 정하였다.

구체적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영화관심도, 의복관여도, 간접광고태

도, 영화 속 간접광고 패션상품에 대한 호감

도 및 구매의도를 살펴보고, 성별과 의류전공

여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다.

연구문제 2. 영화관심도와 의복관여도에 따른 집

단 간 간접광고태도, 간접광고 패션상품에 대

한 호감도와 구매의도의 차이를 살펴본다.

연구문제 3. 간접광고태도, 영화 속 간접광고 패션

상품에 대한 호감도는 영화관심도, 의복관여

도와 구매의도 간에 매개효과 역할을 할 것이다.

2. 측정도구
설문지는 성별과 의류전공여부를 묻는 2문항, 영

화관심도 2문항, 의복관여도 4문항, 간접광고태도 7

문항, 영화 속 간접광고 패션상품에 대한 호감도와

구매의도를 묻는 2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Table 1>

과 같다. 성별과 의류전공여부를 제외한 모든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의 리

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성별, 의류전공여부, 영화관

심도, 영화 속 간접광고 패션상품에 대한 호감도와

<Fig. 1> Research Model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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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의도에 관한 문항은 연구자 직접 만들었으며, 의

복관여도는 Park & Lim(1992)의 연구에서 4문항을

선택하였고, 간접광고태도에 관한 문항은 Yang(2013)

의 연구에 ‘간접광고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

한다.’라는 문항을 추가하여 구성하였다. 문항들의 타

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두

하나의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총 설명변량이 영화관심

도 84.93%, 의복관여도 73.25%, 간접광고태도 53.38%

로 나타나 문항구성의 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Cronbach’α값을

구해본 결과 영화관심도 0.82, 의복관여도 0.90, 간접

광고태도 0.80으로 나타나 문항 모두 내적신뢰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자료수집을 위하여 2014년 4월에 서울과 인천지역

대학생 2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분석대상

은 남자 93명(44.3%), 여자 117명(55.7%)이었으며,

의류 관련 전공자 62명(29.5%), 의류 비관련 전공자

146명(69.5%), 무응답 2명(1%)이었다.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구해졌고, 성별과 의류전공여부에

따른 각 변인들의 차이를 보기 위하여 t-test가 행해

졌다. 영화관심도와 의복관여도에 따른 집단 분류를

위해 K평균 군집분석을 하였고 군집분석결과 네 집

단으로 분류되었으며 집단 간의 간접광고태도와 간

접광고 패션상품에 대한 호감도와 구매의도의 차이

를 알아보기 위해서 분산분석과 던컨사후분석을 하

였다. 그리고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

향력과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과

매개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모든 분석은 SPSS 프로

그램을 이용하였다.

Ⅳ. 결과 및 고찰
1. 영화관심도, 의복관여도, 간접광고태도, 
영화 속 간접광고 패션상품에 대한

호감도와 구매의도

영화관심도, 의복관여도, 간접광고태도, 영화 속 간

접광고 패션상품에 대한 호감도와 구매의도를 살펴

본 결과는 <Table 2>과 같다. 5점 리커트 척도 중

sex, major

film interest
I often watch film.

I have interested in film.

clothing

involvement

I have more interest about trendy fashion than other people do.

Although I don't have any plan to buy clothes now, I always interested in clothes and

celebrities' fashion.

I have more interest in make up hair style and fashion than others do.

I am always interested seeing clothing of friends or people and celebrity's fashion.

attitude towards ppl

I believe ppl is an appropriate thing.

PPl is necessary in our daily-life.

PPL is effective for people to remind product's name.

When ppl comes on, I have interest to see them

PPL helps in buying products.

I like to ppl goods.

It feels good when a product I use comes out as ppl.

preference I have positive feeling about fashion ppl in film.

purchasing intention I always have desire to buy products which are used as PPL in the film.

<Table 1> Survey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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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이다’를 3점으로 측정하였으므로 영화관심도

3.57, 의복관여도 3.46으로 나타나 보통보다 높은 편

이었다. 간접광고태도도 3.17로 보통보다 높게 나타

났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간접광고에 대한 태도는 긍

정적이며, 간접광고는 영화를 보다 현실적으로 만들

므로 간접광고를 지지하는 편이라는 Gupta et al.

(2000)의 결과와 일치한다. 영화 속 간접광고 패션상

품에 대한 호감도는 3.0으로 보통이었으며, 영화 속

간접광고 패션상품에 대한 구매의도는 2.82로 보통보

다 낮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의복관여도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여자가 남자에 비해 의복관여도가 높았

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TV 간접광고 연예인의 의

상에 대해 관심이 높다고 한 신정혜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Shin, 2000).

대학생의 의류전공여부에 따라서는 의복관여도,

간접광고태도, 간접광고 패션상품에 대한 호감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의류 전공집단이 의류 비전공

집단에 비해 의복관여도와 간접광고태도 및 간접광

고 패션상품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

다. 의류 전공집단이 의류 비전공집단에 비해 의복관

여가 높은 것은 전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패션상품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것 또한 같은 맥락

으로 보인다. 이는 Song & Na(2006)의 연구에서 유

행관여가 높은 학생일수록 간접광고에 등장하는 의

복에 주목하며 간접광고에서 사용된 여러 브랜드 중

기억하는 브랜드의 개수가 많았다는 결과와 유사하

다. 그리고 간접광고태도도 높게 나타난 것은 의복관

여도가 높을수록 광고에 대한 태도가 호의적이라는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영화관심도와 간접광고 패

션상품에 대한 구매의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의류전공여부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의복관여도가 높은 집단이 구매

의도 역시 높다는 Lee(1999)의 결과와 차이를 보였

는데 Lee(1999)의 연구대상은 위 연구에서 밝힌바와

같이 간접광고의 영향이 큰 것으로 간주되는 중고등

학생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대학생만을 연구대상으

로 한 본 연구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 영화관심도와 의복관여도에 따른
간접광고태도, 호감도 및 구매의도
영화관심도와 의복관여도에 따라 집단을 나누기

위해 K평균 군집분석을 한 결과 네 집단으로 분류되

었으며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집단 간 분산분

석과 던컨사후검정을 통해 4개 집단의 특징을 파악

하였다. 집단Ⅰ은 영화관심도와 의복관여도가 모두

높은 집단으로 62명이 해당되었으며 영화 및 의복

고관심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집단 Ⅱ는 영화관심도

가 높고 의복관여도가 낮은 집단으로 59명이 해당되

었고 영화 고관심/의복 저관심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M(SD)

sex major

men

M(SD)

women

M(SD)
t-value

fashion

related major

M(SD)

non-fashion

related major

M(SD)

t-value

film interest 3.57(0.85) 3.53(0.94) 3.59(0.77) -0.48 3.61(0.81) 3.55(0.87) 0.47

clothing involvement 3.46(0.81) 3.02(0.82) 3.24(0.62) -2.13* 3.50(0.53) 3.00(0.74) 5.43***

attitude towards ppl 3.17(0.60) 3.21(0.63) 3.14(0.57) 0.73 3.33(0.57) 3.10(0.58) 2.72**

preference for fashion

products
3.00(0.90) 2.98(0.93) 3.03(0.87) 0.38 3.23(0,77) 2.90(0.92) 2.63**

purchasing intention 2.82(0.96) 2.75(0.96) 2.87(0.95) -0.90 2.98(0.75) 2.73(1,01)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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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 Film Interest, Clothing Involvement, Attitude towards PPL, Preference for Fashion Products & Purchasing

Intention according to Sex and Maj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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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Ⅲ은 영화관심도는 보통이나 의복관여도는 높

은 집단으로 72명이 해당되었으며 영화 저관심/의복

고관심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집단 Ⅳ는 영화관심도

와 의복관여도가 모두 낮은 특성을 보이며 17명으로

영화 및 의복 저관심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이들 네 집단 간의 간접광고태도, 영화 속 간접광

고 패션상품에 대한 호감도와 구매의도의 차이를 알

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네 집단 간 간접광고태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영화 속 간접광고 패션상품에 대한 호감도

와 구매의도에서는 네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다. 영화 속 간접광고 패션상품에 대한 호감도는

영화 저관심/의복 고관심 집단이 가장 높았으며, 영

화 및 의복 고관심 집단이 두 번째로 높았고, 영화

고관심/의복 저관심 집단과 영화 및 의복 저관심 집

단이 가장 낮았다. 즉, 영화 속 간접광고 패션상품에

대한 호감도는 의복 관심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

단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영화 관심도와

는 상관이 낮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영화 속 간접광고 패션상품에 대한 구매의도 역시

호감도와 마찬가지로 영화 저관심/의복 고관심 집단

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영화 및 의

복 고관심 집단, 영화 고관심/의복 저관심 집단, 영

화 및 의복 저관심 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즉, 의복

저관심 집단은 영화 속 간접광고 패션상품에 대한

구매의도가 낮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처럼 호감도

와 구매의도가 의복관심도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은

본 연구에서 영화 속에서 간접광고 되는 상품을 패

션상품으로 한정지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패션제품이

외에 다른 제품인 경우에는 이와 다른 결과를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위의 결과에서 영화관심도보다는 의복관여도가 간

접광고 패션상품에 대한 호감도와 구매의도에 더 많

group

(number)

film interest(high)

/clothing

involvement(high)

groupⅠ(62)

film interest(high)

/clothing

involvement(low)

groupⅡ(59)

film interest(low)

/clothing

involvement(high)

groupⅢ(72)

film interest(low)

/clothing

involvement(low)

groupⅣ(17)

F value

film interest(M) 4.44a 3.69b 3.08c 2.06d
148.32

***

clothing

involvement(M)
4.02a 2.69b 3.87a 2.37c

117.62

***

***p<.001, a,b,c,d: Duncan’s test

<Table 3> Group by Film Interest & Clothing Involvement

attitude towards ppl
preference

for fashion products
purchasing intention

M(SD) F M(SD) F M(SD) F

GroupⅠ 3.28(0.51)

2.31

3.05(0.85)ab

3.53*

2.95(1.01)ab

4.96**
GroupⅡ 3.02(0.58) 2.73(0.83)b 2.54(0.87)b

GroupⅢ 3.23(0.62) 3.22(0.92)a 3.04(0.89)a

GroupⅣ 3.07(0.77) 2.88(0.99)b 2.35(0.9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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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Attitude towards PPL, Preference for Fashion Products & Purchasing Intention according to Film Interest &

Clothing Invol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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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영화에

패션상품을 간접광고 할 때는 영화관심도보다는 의

복관여도가 높은 집단이 주목해야할 간접광고 대상

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영화 속 간접광고 패션상품에 대한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영화관심도, 의복관여도, 간접광고태도, 영화 속 간

접광고 패션상품에 대한 호감도와 구매의도간의 상

관관계를 살펴본 결과가 <Table 5>에 나타나있다. 영

화관심도는 의복관여도와만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

고, 나머지 변인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

았다. 이는 TV매체의 경우 TV를 많이 보는 대학생

이 TV를 거의 안보는 대학생에 비해 간접광고의 효

과가 더 높다는 결과(Cho, 2007)와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영화와 TV와의 차이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

러나 의복관여도, 간접광고태도, 영화 속 간접광고

패션상품에 대한 호감도와 구매의도는 모두 서로 유

의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 속 간접광고 패션상품에 대한 구매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영화관심도, 의복관여도, 간접

film

interest

clothing

involvement

attitude

towards ppl

preference

for fashion

products

purchasing

intention

film interest 1 .27** .09 -.06 -.01

clothing involvement .27** 1 .16 * .20** .25**

attitude towards ppl .09 .16* 1 .67** .54**

preference for fashion products -.06 .20** .67** 1 .71**

purchasing intention -.01 .25** .54* .7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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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 Correlation: Film Interest, Clothing Involvement, Attitude towards PPL, Preference for Fashion Products &

Purchasing Intention

dependent

variable
F-value/R² independent variable

parameter

variable
b β

t

value

purchasing

intention

F=13.71*** / R²=.062 clothing involvement 0.29 0.25 3.70***

F=86.49*** / R²=.295 attitude towards ppl 0.86 0.54 9.36***

F=215.36*** / R²=.509 preference 0.76 0.71 14.7***

F=49.17*** / R²=.568 clothing involvement
0.20 0.17 2.94**

attitude towards ppl 0.82 0.52 8.87***

F=112.15*** / R²=.520 clothing involvement
0.29 0.25 3.70***

preference 0.73 0.69 14.1***

F=79.86*** / R²=.734 clothing involvement

0.13 0.11 2.32*

attitude towards ppl 0.17 0.10 1.61

preference 0.67 0.63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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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6> Effect of Clothing Involvement, Attitude towards PPL & Preference for Fashion Products on Purchasing

Intention



영화 속 패션상품 간접광고에 관한 연구

- 113 -

광고태도, 간접광고 패션상품에 대한 호감도를 들었

으나 <Table 5>에서 영화관심도는 유의한 상관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나 영화관심도를 변인에서 제외하였

다. 따라서 의복관여도, 간접광고태도, 간접광고 패션

상품에 대한 호감도를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

인으로 선택하고 이들의 인과관계를 살펴 경로모형

을 구성하기 위해 종속변수를 구매의도로 하고, 독립

변수를 의복관여도, 매개변수를 간접광고태도와 간접

광고 패션상품 호감도로 하여 매개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그 결과가 <Table 6>에 나타나있으며 <Fig.

2>에 경로모형을 제시하였다.

의복관여도, 간접광고태도, 호감도는 모두 종속변

수인 영화 속 간접광고 패션상품 구매의도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간접광고 패션상품에 대한 호

감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간접광고태도, 의복

관여도 순으로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의복관여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간접광고태도와

영화 속 간접광고 패션상품에 대한 호감도를 각각

매개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 간접광고태도

와 간접광고 패션상품 호감도 각각 영화 속 간접광

고 패션상품 구매의도에 매개효과를 주는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즉, 의복관여도는 간접광고태도나 영

화 속 간접광고 패션상품에 대한 호감도를 각각 매

개로 하여 구매의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간접광고태도와 영화 속 간접광고 패

션상품 호감도 2개를 매개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하였을 때는 간접광고태도는 매개변수로 작용하지

않고 간접광고 패션상품에 대한 호감도만 매개변수

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간접광고태도보

다는 영화 속 간접광고 패션상품에 대한 호감도가

매개효과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에서 영화 속

간접광고 패션상품에 대한 구매의도에는 영화 속 간

접광고 패션상품에 대한 호감도가 가장 큰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간접광고태도와 의복관여도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데, 의복관여도는 직접효과 외에도 간

접광고태도와 간접광고 패션상품 호감도 각각을 매

개변수로 하여서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영화에서의 패션상품 간접광고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 간접광고 효과로 볼

수 있는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인구통계학적변인(성별, 의류전공여부), 영화관심도,

의복관여도, 간접광고태도, 영화 속 패션상품에 대한

호감도를 변인으로 들고 이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살

펴보았다.

영화관심도는 높게 나타났으며 영화 속 간접광고

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간접광고에 대한 태도는 보

통이상으로 나타나 간접광고가 소비자들에게 부정적

<Fig. 2>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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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영화를 이

용해 간접광고를 하는 광고주의 입장에서는 긍정적

인 결과이나 난무하는 간접광고는 효율성이 떨어지

므로 간접광고의 양적 확대보다는 효과적으로 간접

광고를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성

별에 따라서는 의복관여도를 제외하고는 영화관심도,

간접광고태도, 영화 속 패션상품에 대한 호감도, 영

화 속 패션상품에 대한 구매의도 모두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간접광고의 효과를 위해서는 성별에

따른 마켓의 분류보다는 다른 부분을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영화관심도와 의복관여도에 따라 집단을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영화관심도보다는 의복관여도가 영화

속 패션상품에 대한 호감도와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화 속 간접광고 패션상

품에 대한 호감도와 구매의도는 영화관심도와는 상

관없이 의복관여도가 높은 집단이 간접광고 패션상

품에 대한 호감도와 구매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러한 의복관여도는 여자가 남자보다, 의류 전

공집단이 의류 비전공집단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

었다.

영화 속 패션상품 구매의도에는 의복관여도, 간접

광고태도, 호감도 모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호감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의복관여도는 간접광고태도나 영화 속 패션상

품 호감도를 각각 매개로 하여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에서 영화관심도보다는 의복관여도가 영화 속

간접광고 패션상품에 대한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

고, 의복관여도는 구매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

칠 뿐 아니라 간접광고태도와 영화 속 패션상품에

대한 호감도를 각각 매개로 하여서도 영향을 미치며,

영화 속 패션상품에 대한 호감도가 구매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결과

로 볼 수 있다. 즉, 간접광고를 하는 영화에 대한 관

심보다는 영화 속에서 어떠한 패션상품을 간접광고

하며 간접광고 되는 패션상품에 대한 평소의 관심이

구매의도와 인과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화를 많이 본다고 해서 패션상품에 대한 영화 속

간접광고가 구매의도와 연결되지 않으므로 보다 좋

은 광고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의복관여도가 높

고 간접광고 되는 영화 속 패션상품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영화 관람객으로 유도하는 마케팅으로 간

접광고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패션에 관심이 많은 이들에게 영화 관람을 유도하는

다각도의 모색을 통하여 무분별한 간접광고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문제시 되는

간접광고의 증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패션제품에 한정하였고 대학생이라는

조사 대상자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보다

넓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연구가 필요하며, 영화 속

간접광고 되는 패션상품 이외에 다른 종류의 상품들

에 대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간접광고되는 패션상품의 구매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변인들을 찾아내는 연구들도 필요하다.

추후 후속 연구들은 이러한 다양한 접근을 통해 영화

속 간접광고들이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어 영화 제작에도 도움을 주며 간접광고를 효

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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