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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confirmed how an art infusion into fashion products affect consumer's preference

through Study 1 and Study 2. Study 1 examined the effect of an art infusion and the difference of an art

infusion effect according to self-monitoring scale by designing groups composed of 2 (art infusion: infusion

versus non-infusion) × 2 (self-monitoring: high versus low). Study 2 examined the difference of an art infusion

effect according to the luxury level of fashion brands by designing groups composed of 2 (art infusion: infused

versus non-infused) × 2 (fashion brand luxury levels: high versus mid versus low). This study was conducted

using a convenience sample of women in their 20s and 30s residing in the Seoul and Daegu region. In Study

1, 162 participa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two experiment situations of art infusion. In Study 2, 192 par-

ticipa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six experiment situations of art infusion and luxury level of fashion brands.

For the data analysis, we conducted reliability analysis, two-way ANOVA and simple main effect analysis using

SPSS 18.0 statistics package. The results of Study 1 and 2 are as follows. First, consumer's preference was

shown to be higher for fashion products with art infusion rather than fashion products without art infusion.

Second, the positive effect of art infusion on consumer's preference was significant in the group of high self-

monitors. But there was a non-significant effect of art infusion in the group of low self-monitors. Lastly, the

positive effect of art infusion on consumer's preference is higher in the case of a mid-level luxury brand rather

than in the case of a high-level luxury brand and low-level luxury brand.

Key words: Art infusion, Art marketing, Self-monitoring, Luxury level of fashion brands; 아트 인퓨전(명

화 주입), 아트 마케팅, 자기감시성, 패션브랜드 럭셔리 수준

I. 서 론

전통적으로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하는 중요한 결정

요소는 제품의 품질이나 기능적인 측면들이었으나, 최

근 소비자들은 이성적인 소비생활에서 벗어나 감성적인

측면을 중요시하며 구매를 결정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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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2011). 이는

기술발전과 함께 기업 간 제품성능의 격차가 줄어들어

품질의 차별화가 힘들어진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제품

의 가격이나 기능보다는 심미적, 감성적 요소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Ju & Koo,

2012). 이에 따라 기업들도 제품디자인, 패키지 또는 광

고에 유명한 명화(art)를 접목시킨 아트 마케팅(art mar-

keting)과 같은 감성 마케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

다(Hagtvedt & Patrick, 2008; Joo, 2009; Kim, 2013). 특

히 최근 삶의 질 향상으로 발생된 소비자들의 문화 향유

욕구 증가와 예술작품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해(Chu et

al., 2010), 아트 마케팅은 패키지에 명화를 주입시킨 ‘펜

잘’과 ‘덴마크 우유’에서부터, 제품 자체에 명화를 주입

시킨 ‘ArtDIOS’, 광고에 명화를 차용한 삼성자동차의

‘2014 아트컬렉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군에서 이

루어지고 있다. 패션영역에서도 감성 마케팅의 일환으로

루이비통의 유명한 팝 아티스트들과 콜라보레이션한 제

품라인들은 물론, 조셉 알버스의 작품을 적용한 에르

메스의 스카프 등 다양한 명화 주입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이렇듯 명화를 사용한 마케팅이 활발하게 시도되

고 있는 만큼, 마케팅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영향변수들을 포함하여 명화 주입(art infusion) 효과를 실

증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명화 주입 효과에 대한 연구는 소비자들이 명화가 차

용된 제품을 명화를 차용하지 않은 제품보다 더 호의적

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실증한 Hagtvedt and Patrick(2008)

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들은 명화 주입 효과가 럭셔리의

인지의 매개 효과에 의해 나타난다는 것을 검증하였으

며, 이것을 명화가 가진 럭셔리한 이미지가 명화가 주입

된 제품으로 옮겨가는 전이현상으로 설명하였다. 이후

국내에서도 명화 주입 효과를 다룬 많은 연구들이 진행

되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대부분 명화를 사용한 광

고 효과에 관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으며(Cheon & Jun,

2011; Lee & Han, 2010), 명화 주입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절변수에 대한 탐색도 제품유형(Chu et al., 2010;

Han, 2013)과 인구통계학적 변수들(Joo, 2009; Kim, 2010),

소비자 관여도(Cheon & Jun, 2011; Min, 2010) 위주로

매우 협소한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가장 활발

하게 명화 주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패션분야에서의 연

구를 살펴보면, 패션제품을 자극물로 사용한 연구(Lee,

2013; Yoo, 2009)와 패션브랜드 유형의 조절 효과를 실

증한 연구(Lee & Park, 2011) 이외에 패션영역에서 아트

마케팅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특히 소비자 행

동은 소비자, 상황, 제품의 상호작용 맥락에서 연구되어

야 한다는 소비자 연구에서의 추세를 고려하여(Assael,

1998; Kim & Yang, 1995), 명화 주입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개인차 변수 및 상황적 변수들을 고려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패션제품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표현하는 상징적

수단으로 주로 사용되는 제품이므로, 여러 개인차 변수

들 중에서도 사회적으로 적절하게 자신을 표현하기 위

해 자신의 행동을 관찰하고 통제하는 자기감시성(self-

monitoring)이 패션제품영역에서의 명화 주입 효과에 차

이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판단된다. 명화 주

입 효과는 명화가 가진 럭셔리함이 제품으로 전이되어

제품에 대한 럭셔리 인지가 높아지는 메커니즘을 통해

일어나므로(Hagtvedt & Patrick, 2008), 자기감시성이 높

은 사람들은 명화 주입으로 럭셔리함이 높아진 제품을

통해 타인에게 자신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기대

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감

시성의 고/저에 따른 명화 주입 효과 차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해보고자 한다.

한편, 패션 관련 선행연구에서 빈폴 브랜드를 사용한

Yoo(2009)는 명화 주입으로 인한 제품 호의도 상승 효과

를 검증한 반면 유니클로와 구찌 브랜드를 대상으로 진

행한 Lee and Park(2011)의 연구에서는 명화 주입으로

인한 선호도 증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러한 상반된 결과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추가

적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Hi-

ggins and Kruglanski(2007)의 접근성 원칙에 따르면, 주

어진 정보와 관련된 특정 특성이 접근 가능한 상황에서

는 그 특성을 기반으로 정보가 해석되지만 그 특성에 접

근성이 낮은 상황에서는 주어진 정보를 다른 평가 요소

들을 사용하여 해석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

한 접근성 원칙에 근거하여,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들의

결과 차이가 브랜드 럭셔리 수준에 따라 나타날 수 있

음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명화 주입 효과가 럭셔리 인지

의 상승 효과를 통해 일어나는 것을 근거해 볼 때, 럭셔

리 특성이 추론의 근거로 사용되기 어려운 럭셔리 수준

이 낮은 브랜드에서는 명화 주입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

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반면 럭셔리 수준이 높은 브

랜드는 럭셔리 특성에 접근성이 높기는 하지만, 이미 그

브랜드가 가진 럭셔리 수준이 높기 때문에 명화 주입으

로 인한 럭셔리 인지의 상승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

고 가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브랜드 럭셔

리 수준의 고/중/저에 따른 명화 주입 효과의 차이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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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적으로 확인해보고자 한다.

요약하면, 본 연구의 목적은 패션제품을 대상으로 하

여 명화 주입 효과 및 자기감시성, 패션브랜드 럭셔리

수준의 조절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

구는 기존 연구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검증을 통해 명화 주입 효과에 대한 연구를 확장시

킨다는 것에 학문적 의의가 있을 것이다. 또한 자기감시

성과 패션브랜드 럭셔리 수준의 조절 효과 검증을 바탕

으로 기업에 명화 주입과 관련한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

제시가 가능하다는 것에서 실무적 의의를 가질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및 가설 설정

1. 명화 주입

명화 주입 효과란 명화가 제품, 패키지 등에 삽입됨

으로써 명화와 결부된 럭셔리의 인지가 작품과 연결된

상품으로 전이되어 제품의 호의적 평가를 유발시키는

현상을 말한다(Hagtvedt & Patrick, 2008). 명화 주입 효

과 연구를 최초로 시도한 Hagtvedt and Patrick(2008)은

명화 주입 효과를 명화가 갖는 럭셔리 인식이 작품과

연결된 제품으로 흘러들어감으로써 생기는 전이 효과로

설명했다. Gorn(1982)는 쇼핑 시에 좋아하는 음악을 듣

는 것이 제품선호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Spang-

enberg et al.(1996)은 소매 환경에서 은은한 향기가 소비

자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연구들은 제

품 자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주변 상황들로 인해 일

어난 소비자들의 긍정적 감정이 제품태도에 영향을 미

치게 됨을 보여주었다. 유사 관련 개념으로 후광 효과

(halo effect)가 있는데, Cheon and Jun(2011)은 광고에 사

용되는 명화에 대한 후광 효과를 통해 아트 광고 제품에

호의적 태도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실용적 제품을 대상으로 연구한 Hagtvedt and Patrick

(2008)에 따르면 명화 비주입 제품에 비해 명화 주입 제

품에 대한 소비자 태도와 구매의도가 더 높아진다고 하

였다. 2000년 후반부터는 국내에서도 명화 주입 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조절변인에 대한 탐색

도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Yoo(2009)와 Shin(2011)은 명화

가 친숙할수록, 명화와 제품의 적합도가 높을수록 명화

주입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Lee(2013)는 친숙도가 높은 명화일수록 명화

주입 제품의 구매의도 및 브랜드 태도가 더 높게 나타남

을 실증했다.

제품유형에 따른 차이를 연구한 Lee and Han(2010)

은 실용적 제품에서는 기능지향 브랜드일 경우에는 명

화 주입 제품을 더 럭셔리하게 인지하며 명성지향 브랜

드일 경우에는 명화 비주입 제품을 더 럭셔리하게 인지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쾌락적 제품에서는 브랜드

유형에 상관없이 명화 주입 제품을 더 럭셔리하게 인지

하는 것을 밝혔다. 또한 후속연구에서(Han, 2013) 친숙

한 명화가 주입된 경우에는 실용적 제품과 쾌락적 제품

에 대한 브랜드 평가 차이가 나타나지 않지만, 친숙하

지 않은 명화가 주입된 경우에는 실용적 제품보다 쾌락

적 제품에서 더 긍정적 브랜드 평가가 일어남을 확인하

였다. Chu et al.(2010)는 기능적 제품은 명화의 간접차

용 형태가, 쾌락적 제품은 명화의 직접차용 형태가 제품

태도에 더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외

에도 Song(2011)은 명화가 사용된 광고에서 제품평가가

더 높아짐을 밝혔으며, 이러한 효과는 소비자 감정이 긍

정적일수록 더 극대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Ju

(2012)의 연구에서는 아트 콜라보레이션 제품의 독창성,

심미성이 소비자의 긍정적 감정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명화 주입을 통

해 명화에 대해 소비자가 가지고 있던 럭셔리 인지가

제품으로 전이됨으로써 제품에 대한 평가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

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명화 비주입 패션제품보다 명화 주입 패션

제품에 대한 호의도가 더 높을 것이다.

2. 자기감시성

자기감시성이란 자신의 정서적 경험과 표현이 사회

적으로 적절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상황적 단서에

따라 자기-제시와 자신의 표현 행동을 관찰하고 통제하

는 정도로 정의된다(Snyder, 1974). Snyder and Grange-

stad(1986)의 연구에서는 자기감시성이 높은 사람들은

바람직한 공적 모습들에 맞게 그들의 표현적 자기-제시

를 규제하는 것을 고려하므로, 상황적으로 적절한 행동

에 대한 사회적, 대인 관계적 단서들에 민감하게 반응

한다고 하였다. 반면 자기감시성이 낮은 사람들은 그들

의 표현적 자기-제시를 규제하는 능력이나 동기부여가

부족하다고 하였다.

현재까지 심리학 및 마케팅 분야에서 자기감시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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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소비자 태도 및 행동의 차이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Debono and Rubin(1995)은 자기감시성

이 높은 사람들은 제품의 질보다 원산지에 따라 제품을

평가한 반면, 자기감시성이 낮은 사람들은 원산지와 상

관없이 질이 더 높은 제품을 더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것

을 확인하였다. 또한 Klein et al.(2004)은 사람들의 사회

집단에 대한 공적인 태도 표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자

기감시가 높은 사람일수록 관중의 존재와 태도에 민감

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자기감시성과 관련된 국내 논

문을 살펴보면, Kim(2003)은 비과시재의 경우에는 자

기와 브랜드 이미지의 일치성이 높을수록 브랜드 선호

도가 높아지지만, 과시재의 경우에는 자기감시성이 높

을수록 브랜드 선호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비슷한 연구로 Jang et al.(2011)은 자아 일치성 수준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자기감시성이 낮은 소비자

에 비해 자기감시성이 높은 소비자들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자기감시

성이 높은 소비자들이 자신의 자아 이미지를 타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브랜드개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을 시

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패션영역에서 자기감시성을 다룬 Lee(2000)는

자기감시성이 높은 사람들이 외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가

진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주었다. Kim and Hwang(2000)

은 자기감시성이 높은 소비자들은 품질 지향적 광고보

다 이미지 지향적 광고가 제시되었을 때 제품평가와 구

매의도가 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희소성 메시지

의 광고 효과를 검증한 Choi et al.(2011)의 연구에서는

한정판과 시간압박 메시지를 제공했을 때에 자기감시

성이 높은 사람들에게서 광고태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위와 같은 일련의 연구결과를 미루어 볼 때, 자기감시

성은 제품호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변수이

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표현하는 상징적 수단으로 사

용되는 패션제품에 관한 연구에서 더욱 중요하게 고려

되어야 할 변수라고 생각된다.

선행연구(Klein et al., 2004; Snyder & Grangestad,

1986)에서 재차 확인되었듯이, 자기감시성이 높은 사람

은 자신이 남에게 어떻게 비춰질지에 관심이 높다. 따

라서 고급스러움의 인지가 일어나는 명화 주입 제품사

용을 통해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명화 주

입 제품에 대한 호의도가 높아질 것이다. 반면, 자기감시

성이 낮은 사람은 남에게 비치는 자신의 모습에 크게 연

연하지 않기 때문에, 명화 주입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소비자의 자기감시성 성향이 높을수록 패션

제품에 명화 주입으로 인한 호의도 상승 효

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3. 패션브랜드 럭셔리

Dubois et al.(2001)은 럭셔리 브랜드를 높은 품질, 높

은 가격, 희소성과 독특성, 미적 매력성, 전통적 유산,

사치성의 6가지 특징으로 정의하였다. Okonkwo(2009)

는 럭셔리는 독특함과 고급스러움을 환기시키며, 고품

질, 제한된 유통, 프리미엄 가격의 제품으로 특징지어

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종합해 보면, 브랜드 럭셔리

는 높은 가격, 희소성, 고품질, 사치스러움 등이 포함된

복합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가격

을 제외한 희소성, 고품질, 상징성은 절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속성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비자에 의해 인지

되는 속성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패

션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전반적 럭셔리 인지 수준과

브랜드별 평균 가격대에 기준을 두고 패션브랜드의 럭

셔리 수준을 구분하고자 한다.

패션 관련 선행연구에서 빈폴 브랜드를 사용한 Yoo

(2009)의 연구에서는 명화 주입으로 인한 제품호의도

상승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유니클로와 구찌 브

랜드를 대상으로 진행한 Lee and Park(2011)의 연구에

서는 명화 주입으로 인한 선호도나 구매의도 증가 효과

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상반된 결과에 대

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접근성 원칙에 근거하여

이러한 결과의 차이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접근성 원칙에 대해 설명한 Higgins and Kruglanski

(2007)는 정보와 관련된 특정 특성이 접근 가능하다면

애매모호한 정보는 그 특성의 측면에서 해석되지만, 해

당 특성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상황에서는 정보 해석에

있어서 다른 평가적 요소들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접근성 원칙을 실증한 Johar et al.(2005)은 특정

브랜드에 대한 정보를 노출했을 때, ‘세련됨’의 개성을

가진 소비자들을 그 브랜드 정보를 ‘세련됨’이라는 특

성에 근거해서 평가한 반면, ‘세련됨’의 개성을 가지지

않은 소비자들을 제시된 정보를 ‘세련됨’이라는 특성이

아닌 다른 특성들에 근거하여 평가하는 것을 확인하였

다. 이러한 접근성 원칙에 근거하여 Lee and Park(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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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결과를 살펴본다면, 소비자들은 유니클로와 같

은 럭셔리 인지가 낮은 패션브랜드 제품을 평가할 때에

‘럭셔리’라는 특성을 제품평가 요소로 사용할 가능성

이 낮았을 것이다. 따라서 제품에 주입된 명화의 럭셔

리함이 전이되어 제품 자체에 대한 럭셔리 인지가 높아

지는 메커니즘에 의해 일어나는 명화 주입 효과가 나타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다. 한편 럭셔

리 패션브랜드인 구찌는 럭셔리라는 특성에 접근성이

높지만 그 브랜드가 이미 지니고 있는 럭셔리가 명화

주입으로 인해 부여되는 럭셔리보다 더 높기 때문에 명

화 주입으로 인한 럭셔리 인지의 상승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반면 어느 정도 고급스럽게 인지되지만 그 럭

셔리 수준이 너무 높지는 않아서 럭셔리 인지의 증가가

일어날 수 있는 패션브랜드에서의 명화 주입은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럭셔리 인지를 상승시킴으로써 명화 주

입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다

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패션제품에 명화 주입으로 인한 호의도 상

승 효과는 럭셔리 수준이 너무 높거나 낮은

패션브랜드보다 중간 정도인 패션브랜드에

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패션제품에의 명화 주입이 소비자의 제품

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자기감시성, 패션브

랜드 럭셔리 수준이 패션제품에서의 명화 주입 효과를

조절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명화 주입의 주효과 검증 및 자기감시성의 조절 효과 검

증을 위한 연구 1과 패션브랜드 럭셔리 수준의 조절 효과

검증을 위한 연구 2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Fig. 1).

연구 1은 가설 1과 2룰 검증하기 위하여 2(명화 주입:

주입, 비주입) *2(자기감시성: 고, 저)의 집단 간 디자인

으로 설계하였으며, 연구 2는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하여

2(명화 주입: 주입, 비주입) *3(패션브랜드 럭셔리 수준:

고, 중, 저)의 집단 간 디자인으로 설계하였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1) 명화 주입

명화 주입이란 제품이나 패키지 등에 명화가 결합되

는 것을 말한다(Hagtvedt & Patrick, 2008). 본 연구에서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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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화 주입이란 패션제품에 명화 이미지를 결합한 것을

명화 주입 패션제품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사전조사 결

과를 토대로 각 연구에서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 명

화 이미지와 패션브랜드를 선정하여 자극물을 제작하였

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극물 제작과정은 본고의 연구

절차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있다.

2) 자기감시성

자기감시성이란 개인이 자신의 정서적 경험과 표현

이 사회적으로 적절한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상황적 단서에 따라 자기 제시와 자신의 표현 행동을 관

찰하고 통제하는 것이다(Snyder, 1974). 본 연구에서는

자기감시성 측정을 위해 Snyder and Grangestad(1986)

의 18문항 중에서 번역된 문장이 우리나라 정서와 다소

거리가 있거나 지나치게 확고한 표현으로 인해 부정적

인 응답 편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항 4개를 제거한

총 14개 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3) 패션브랜드 럭셔리

럭셔리 브랜드란 높은 품질, 높은 가격, 희소성과 독

특성, 미적 매력성, 전통적 유산, 사치성의 6가지 특징

으로 정의될 수 있다(Dubois et al., 2001). 본 연구에서는

패션브랜드 럭셔리를 패션브랜드가 가진 고급스러움의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럭셔리 수준에 따른 패션브랜드

선정을 위하여 사전조사에서는 브랜드에 대한 럭셔리

인지도 및 브랜드별 제품 평균 가격에서의 차이를 확인

하였다. 사전조사를 통해 각 패션브랜드 간 럭셔리 인지

및 제품 평균 가격에서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난 브랜드

를 럭셔리 고, 중, 저 패션브랜드로 선정하였으며 브랜

드 선정과정은 본고의 연구절차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본 조사에서는 럭셔리 인지 측정을 위하여 Hagt-

vedt and Patrick(2008)의 문항을 번역하여 총 4개 문항

을 7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4) 호의도

호의도란 개인이 한 대상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부정

적, 호의적이거나 비호의적으로 느끼는 정도를 말한다

(Fishbein, 1966). 본 연구에서는 호의도를 소비자들이 패

션제품에 대해 갖는 좋거나 나쁜 감정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호의도 측정을 위하여 Hagtvedt and Patrick(2008)

의 문항과 Taylor and Bearden(2002)의 문항을 수정 ·보

완한 총 3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3. 연구절차

1) 사전조사 1: 명화 인지 및 패션브랜드 럭셔리 수준

확인

연구 1과 2의 자극물에 사용할 적절한 명화 및 패션

브랜드 선정을 위해 명화 및 패션브랜드에 대한 전반적

인식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 패션 관련 종사자 20~30대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 1을 실시하였다. 사전

조사에서는 여러 명화 및 브랜드에 대한 설문문항들로

인해 설문의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 피험자의 연구에 대

한 집중력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문항

은 각 측정항목별 1문항으로 제한하였다. 문항 제한으

로 인한 잘못된 자극물 선정이 될 수 있는 오류를 막기

위하여 본 조사에서는 자극물에 대한 조작 점검으로 사

전조사에서 조사한 변인들에 대하여 여러 항목으로 재

측정하여 연구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연구에 사용할 명화 선정을 위하여 네이버 미술검색

페이지에서 주요 작가로 선정되어 있는 65인의 주요 작

품 중 한국인에게 인지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 작품 5개

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명화 인지 측정을 위해 Hagt-

vedt and Patrick(2008)의 ‘이 이미지를 명화(유명화가의

작품)라고 생각한다.’를 7점 척도로 측정했다. 기술통계

결과, 모든 작품이 5점 이상의 높은 명화 인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자극물에 쓰이는 것에 문제가 없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또한 연구에 사용할 적절한 패션브랜드 선정을 위해

서 국내 매출 1위 백화점인 롯데백화점에 입점된 브랜

드 중에서 누구나 알고 있는 대표적인 브랜드라고 판단

된 럭셔리 브랜드 및 일반잡화브랜드 5개씩과 한국 대

표 패션거리라고 볼 수 있는 명동거리에 오픈되어 있는

SPA 브랜드 및 저가 잡화전문브랜드 중에서 누구나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잡화브랜드라고 판단된 4개 브랜드를

선정하여 총 14개 브랜드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14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하여 브랜드 인지도 측정을 위해

Choi(2009)의 문항 중 ‘이 브랜드에 대해 알고 있다’, 브

랜드 호의도 측정을 위해 Kim(2010)의 문항 중 ‘나는

이 브랜드에 대해 호의적이다’, 브랜드 럭셔리 인지의

측정을 위해 Hagtvedt and Patrick(2008)이 사용한 척도

중 ‘이 브랜드는 럭셔리해 보인다’를 모두 7점 리커트 척

도로 측정하였다. 기술통계 결과를 토대로 브랜드 인지

도가 중앙값인 4점 이상으로 높으면서 브랜드 럭셔리 인

지에서 중앙값인 4점 정도로 나타난 패션브랜드인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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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빈폴, 루이까또즈를 연구 1 자극물에 사용할 브랜드

로 1차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2에 적절한 자극물 구성을 위해서 브랜드 인지

도에서는 중앙값인 4점 이상으로 나타난 브랜드들 가

운데, 조절변수인 패션브랜드 럭셔리 수준의 조작이 가

능하도록 패션브랜드를 선정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여

러 조합으로 각 브랜드 간 럭셔리 수준의 인지 차이를

확인한 결과, 세 브랜드 간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난 루이비통, 루이가또즈, 악세서라이즈를 연구

2에 사용할 패션브랜드로 선택하였다(M루이비통=2.32

(S.D.=1.12), M루이가또즈=3.95(S.D.=1.27), M악세서라이즈=5.77

(S.D.=1.22); F=41.56, p<.001). 이들 각 브랜드들의 지갑

및 작은 손가방의 평균 가격을 확인한 결과, 세 브랜드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300.53, p<.001).

2) 사전조사 2 : 명화와 패션브랜드 간 적합성 확인

연구 1과 2의 자극물에 사용할 적절한 명화 및 패션

브랜드의 최종 선정을 위해 패션 관련 종사자 20~30대

여성 21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 2를 실시하였다. 사전

조사 1에서 명화인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명화들을 설

문지에 그림으로 제시하고, 제시된 명화와 패션브랜드

간 적합성 확인을 위해 Moon(2010)의 4문항 중 2문항(‘그

림 ~와 이 브랜드는 어울린다.’, ‘그림 ~와 이 브랜드는 조

화를 이룬다.’)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신뢰

성 분석결과, Cronbach's α값이 .98로 높게 나타났다.

사전조사 1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1에 사용할 패션

브랜드로 1차적으로 선정된 코치, 빈폴, 루이가또즈와

각 명화와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패션브랜드

와 명화 간 적합성이 가장 크게 나타난, 빈폴과 클로드

모네의 ‘아르장퇴유 부근의 개양귀비꽃’을(Mean=3.88,

S.D.=.80) 연구 1에 사용할 브랜드와 명화로 최종 선택

하였다.

사전조사 1을 통해 연구 2에 사용할 브랜드로 선정된

루이비통, 루이가또즈. 악세서라이즈를 대상으로 각 명

화와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패션브랜드와 명

화간 적합성에서 브랜드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으며 세

개의 패션브랜드 모두에서 적합성 평균값이 중앙값인

3점 이상으로 나타난 클림트의 ‘키스’를 연구 2에 사용

할 명화로 최종 선택하였다(M루이비통= 3.02(S.D.=1.08),

M루이가또즈=3.24(S.D.=1.26),.M악세서라이즈=3.67(S.D.=1.14);

F=1.66, p=.20).

3) 연구 1과 연구2 : 연구설계 및 연구대상자

연구 1은 가설 1과 2를 검증하기 위하여 2(명화 주입:

주입, 비주입) *2(자기감시성: 고, 저)의 집단 간 디자인

으로 설계하였다. 사전조사에 의해 선정된 클로드 모네

의 ‘아르장퇴유 부근의 개양귀비꽃’과 빈폴 제품으로

자극물을 제작하였다(Fig. 2).

연구 1의 설문조사는 서울 및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패

션잡화 구매경험자 중에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빈폴의

주요 소비층인 20~30대 여성을 편의 표집하여 실시하였

다. 186명의 피험자를 명화 주입에 따른 2가지 실험상황

에 무작위 할당하여 진행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불

성실한 응답 24부를 제외한 총 162부를 최종 분석에 사

용하였다.

연구 2는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하여 2(명화 주입: 주

입, 비주입) *3(패션브랜드 럭셔리 수준: 고, 중, 저)의

집단 간 디자인으로 설계하였다. 사전조사 결과 선정된

3개의 패션브랜드 제품과 클림트의 ‘키스’로 자극물을

제작하였다. 연구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

Fig. 2. Stimuli for study 1.

– 181 –



22 한국의류학회지 Vol. 39 No. 2, 2015

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각 브랜드 제품 중 동일한 크기

의 지퍼형 장지갑 제품을 명화 비주입 자극물로 선정하

였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과 다른 명화와 패션브랜드로

구성된 자극물을 사용함으로써, 명화 주입 효과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높이고자 하였다(Fig. 3).

설문조사는 서울 및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패션잡화

구매경험자 중에서 본 연구자극물에 사용된 브랜드의

주요 소비층에 해당하는 20대와 30대 여성을 편의 표집

하여 실시하였다. 200명의 피험자를 명화 주입과 패션

브랜드 럭셔리 수준에 따른 6가지 실험상황에 무작위

할당하여 진행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 응답

8부를 제외한 총 192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해 SPSS 18.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각 변수 측정척도의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명화 주입 효과에 있어 자기감시

성과 패션브랜드 럭셔리 수준의 조절 효과 확인을 위한

two-way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분석 및 결과

1. 연구 1: 명화 주입의 주효과 및 자기감시성에

따른 명화 주입의 효과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구 1 피험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본 연구의 피험자는 20대가 55.6%(90명), 30대가

42.6%(69명), 연령문항에 무응답한 피험자가 1.9%(3명)

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전문직/사무직이 46.9%(76명)

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대학(원)생, 전업주부,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2) 명화 주입의 조작 점검

본 연구의 명화 주입 조작 점검을 위해, 사전조사 결

과를 토대로 자극물 제작에 사용된 클로드 모네의 ‘아

르장퇴유 부근의 개양귀비꽃’에 대한 명화 인지 정도를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한 결과, 평균값이 4.15(S.D.=

.80)로 높게 나타나 명화 주입 조작에 문제가 없는 것으

로 판단되었다.

Fig. 3. Stimuli for study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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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기감시성에 따른 집단 세분화

자기감시성 측정에 최종 사용된 14문항의 신뢰도를

Cronbach's α로 검증한 결과, 신뢰도는 .740으로 측정문

항 간 수용할만한 내적 일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자기감시성 14문항에 대한 각 응답자들의 평균 점수

를 기준으로 하여 상위 40%를 자기감시 고 집단, 하위

40%를 자기감시 저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집단 간 자기

감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등분산

가정에는 문제가 없었으며(F=2.985, p=.086), 자기감시

성 고 집단(Mean=3.57, S.D.=.29)과 저 집단(Mean=2.74,

S.D.=.22) 간 자기감시성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18.35, p<.001). 따라서 이와 같이 분류한 집

단을 가설 검증분석에 사용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고 판

단되었다.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명화 인지, 브랜드-

작품 간 적합성(Cronbach's α=.94), 브랜드 호의도(Cron-

bach's α=.91)에 대한 자기감시성 집단 간 차이 확인을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Levene의 등분산 검정결과, 모두 등분산 가정에

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명화 인지(t=

−.38, N.S.), 패션브랜드와 명화 간의 적합성(t=1.35, N.

S.), 브랜드 호의도(t=1.95, N.S.)에서 모두 자기감시성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분류된 자기

감시성 고/저 집단을 분석에 사용하는 것에 무리가 없

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4) 종속변수의 신뢰도

가설 검증에 앞서,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제품호의

도의 측정항목에 대한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신뢰

도 분석을 위해 Cronbach's α값을 산출한 결과, 호의도

를 묻는 3개 문항 간 신뢰도 계수는 .91로 신뢰도가 매

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가설 검증결과: 가설 1과 가설 2의 검증결과

명화 주입이 제품호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가설

1과 자기감시성에 따른 명화 주입에 의한 제품호의도

차이에 관한 가설 2를 확인하기 위하여 2(명화 주입: 주

입, 비주입) *2(자기감시성: 고, 저)의 집단 간 디자인으

로 two-way ANOVA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분석결과, 명화 주입 주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나(F=17.31, p<.001), 명화 주입 유무에 따라 호의도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M명화 주입=3.02(S.D.=.93), M명화

비주입=2.37(S.D.=.95)). 따라서 명화 비주입 제품보다 명

화 주입 패션제품에 대한 호의도가 더 높을 것이라는 가

설 1은 지지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명화 주입 제품이 명

화가 아닌 이미지 주입 제품이나 어떠한 이미지도 주입

되지 않은 제품에 비해 소비자 제품태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검증한 Hagtvedt and Patrick(2008), Park(2011), Chu

et al.(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명화 주입과 자기감시성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F=4.81, p<.05)(Table 4)(Fig. 4). 자기감시

성과 명화 주입의 상호작용 효과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 of study 1 parti-

cipants

Classification N %

Age

20-29 90 055.6

30-39 69 042.6

Non-response 3 001.9

Total 162 100.0

Job

(under) Graduate student 52 032.1

Office job 76 046.9

Housewife 18 011.1

Others 16 009.9

Total 162 100.0

Table 2. Result of t-test: Difference in art-recognition, brand preference and suitability between art and brand

according to self-monitoring

Dependent variable Self-monitoring N Mean S.D. df t

Art-recognition
High 26 4.08 0.84

62 0.38
Low 38 4.16 0.82

Brand preference
High 62 3.96 0.78

127 1.95
Low 67 3.69 0.81

Suitability between

Art and Brand

High 26 3.50 0.93
62 1.35

Low 38 3.21 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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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분석결과, 자기감시성이 높은 집단에서는 명화 주입

제품에 대한 호의도(Mean=3.33, S.D.=.87)와 명화 비주

입 제품에 대한 호의도(Mean=2.29, S.D.=.90) 간에 유의

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21.03, p<.001).

반면, 자기감시성이 낮은 집단에서는 명화 주입에 대한

호의도(Mean=2.81, S.D.=.92)와 명화 비주입 제품에 대

한 호의도(Mean=2.48, S.D.=1.01)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1.89, N.S.). 따라서 소비자의

자기감시성 성향이 높을수록 패션제품에 명화 주입으로

인한 호의도 상승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

2는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감시성이 높은 사

람일수록 자신을 더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 명화 주입 제품에 대한 호의도가 높아질 것이

라는 예상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는 자기감시성이 높

은 사람들이 상품의 외적인 요소나 타인에게 자신을 표

현하는 요소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확인한 선행

연구들(Browne & Kaldenberg, 1997; Lee, 2000)의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다. 따라서 기업에서

는 예술 주입 제품기획에 선행하여 해당 패션브랜드의

주 소비자층의 자기감시성향을 다각도로 분석해볼 필

요가 있을 것이다.

2. 연구 2: 패션브랜드 럭셔리 수준에 따른 명화

주입 효과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구 2 피험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5>와

같다. 본 연구의 피험자는 20대가 85.9%(165명)로 가장

많았으며, 30대가 13.0%(25명), 연령문항에 무응답한 피

험자가 1.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대학(원)

생이 72.4%(139명)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전

문직/사무직, 기타, 전업주부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4. Simple main effect of the interaction art infusion and self-monitoring

Self-monitoring Art Infusion N Mean S.D. F-value

High
Infusion 26 3.33 0.87

21.03***
Non-infusion 36 2.29 0.90

Low
Infusion 38 2.81 0.92

01.89***
Non-infusion 29 2.48 1.01

***p<.001

Table 5. Demographic characteristic of study 2 parti-

cipants

Classification N %

Age

20-29 165 085.9

30-39 25 013.0

Non-response 2 001.1

Total 192 100.0

Job

(under) Graduate student 139 072.4

Office job 33 017.2

Housewife 3 001.6

Others (Including non-response) 17 008.8

Total 192 100.0

Fig. 4. Interaction effect of art infusion and self-mo-

nitoring.

Table 3. 2-way ANOVA of art infusion and self-moni-

toring on preference

Source SS D.F. MS F-value

Art Infusion (A) 014.79 1 14.79 17.31***

Self-monitoring (B) 000.86 1 00.86 01.01***

A*B 004.10 1 04.10 04.81***

Error 106.75 125 00.85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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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화 주입의 조작 점검

본 연구의 명화 주입 조작 점검을 위해, 사전조사 결

과를 토대로 자극물에 사용된 클림트의 ‘키스’에 대한

명화 인지를 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평균값이 4.37(S.D.

=.84)로 높게 나타나 명화 주입 조작에 문제가 없는 것으

로 판단되었다.

3) 패션브랜드 럭셔리 수준 고/중/저 조작 점검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정된 패션브랜드 간 럭셔

리 수준의 차이를 재확인하기 위해 브랜드 럭셔리 인지

4개 문항(Cronbach's α=.89)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one-way ANOVA 분석결과, F값은 25.82로 p<.001 수준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분석

으로 Scheffé test를 실시한 결과, 럭셔리 인지가 루이비

통(Mean=3.70), 루이가또즈(Mean=3.24), 악세서라이즈

(Mean=2.75) 순으로 나타나 패션브랜드 럭셔리 수준의

조작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었다(Table 6).

가설 검증에 앞서, 명화 주입과 패션브랜드 럭셔리 수

준 차이 조작 이외에 본 연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브랜드 호의도, 브랜드-작품 간 적합성에 있어서

패션브랜드 간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브

랜드 호의도 2개 문항(Cronbach's α=.89), 작품-브랜드

적합성 2개 문항(Cronbach's α=.92)을 5점 척도로 측정

하였으며, one-way ANOVA 분석결과는 <Table 6>에 제

시된 바와 같다.

브랜드 간 호의도(F=.88, N.S.), 브랜드-명화 간의 적

합성(F=.14, N.S.)에서 모두 패션브랜드 간 차이가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패션브랜드 럭셔

리 수준의 조작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명

화 주입 효과가 명화 주입과 패션브랜드 럭셔리 수준

이외에 브랜드 호의도나 브랜드와 명화간 적합성에 의

한 영향일 수 있다는 논란을 배제시켰다. 브랜드와 명화

간 적합성이 3점보다 낮게 나타나긴 했으나 중앙값(3)

에 가깝고 3개 브랜드 간 적합도 차이도 나지 않았으므

로 연구결과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결과

를 해석했다. 그러나 사전조사에서 3점 이상의 높은 적

합도가 나타난 반면, 본 조사에서는 다소 낮은 적합도가

나타난 것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고 생각되며 차후 연

구에서는 연구자극물 제작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

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종속변수의 신뢰도

가설 검증에 앞서,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제품호의도

의 측정항목에 대한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

분석을 위해 Cronbach's α값을 산출한 결과, 제품 호의

도를 묻는 3개 문항 간 신뢰도 계수는 .89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가설 검증결과: 가설 3의 검증결과

패션브랜드 럭셔리 수준에 따른 명화 주입 효과 차이

에 관한 가설 3을 확인하기 위하여 2(명화 주입: 주입,

비주입) *2(브랜드 럭셔리 수준: 고, 중, 저)의 집단 간

디자인으로 two-way ANOVA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분석결과, 명화 주입의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

며(F=7.07, p<.01), 패션브랜드 럭셔리 수준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F=1.78, N.S.). 명화 주입과 패션브랜

드 럭셔리 수준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F=3.18, p<.05)(Table 8)(Fig. 5). 이러한 상호작용

효과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8>과 같다.

분석결과, 패션브랜드 럭셔리 수준이 중간 정도인 루

이가또즈에서는 명화 주입에 따른 호의도 차이가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M명화 주입=3.51, M명화 비주입=2,75; F

=7.32, p<.01). 반면, 패션브랜드 럭셔리 수준이 높은 루

이비통(M명화 주입=3.01, M명화 비주입=2,63; F=3.85, N.S.)과

Table 6. Results of 1-way ANOVA: Luxury-recognition for brand, preference and suitability between art and brand

Brand
Luxury-recognition Brand preference Suitability (Art and brand)

N Mean S.D. N Mean S.D. N Mean S.D.

Louis Vuitton 64 3.70a 0.73 64 3.69 0.77 31 2.92 1.16

Louis Quatorze 62 3.24b 0.74 62 3.55 0.77 31 2.89 0.94

Accessorize 66 2.75c 0.79 66 3.52 0.80 33 3.02 0.91

F 25.82*** .88 .14

***p<.001

Scheffé Test Results: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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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 수준이 낮은 악세서라이즈(M명화 주입=2.95, M명화

비주입=3.02; F=.11, N.S.)에서는 명화 주입에 따른 제품

호의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

서 패션제품에 명화 주입으로 인한 호의도 상승 효과는

럭셔리 수준이 너무 높거나 낮은 패션브랜드보다 중간

정도인 패션브랜드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

3은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패션제품에 있어서 명화 주입이 호감

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Lee and Park(2011)의 연

구결과가 연구에 사용된 패션브랜드(유니클로, 구찌)의

럭셔리 수준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예술 주입 전략은 패션브랜드의 럭셔리

수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사용되어야 함을 시사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명화 주입 효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되는 자기감시성(고/저)과 패션브랜드 럭셔리 수준(고/

중/저)에 따른 명화 주입 효과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

에 대한 결과 및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명화를 주입하지 않은 제품보다 명화를 주입한

패션제품에 대한 호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이 지지되었다. 이는 패션제품영역에 있어서도 명화

주입이 제품호의도를 높이는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소비자의 자기감시성 성향이 높을수록 패션제

품에 명화 주입으로 인한 호의도 상승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 2가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명화 주입 제품기획 시 소비자 특성에 대한 고려가 매

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기업에서는 보유한 브랜드의 주

소비자층의 자기감시성향을 파악이 명화 주입 제품기

획에 선행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명화 주입

제품 마케팅 전략에 있어서 자기감시성이 높은 소비자

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선택적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셋째, 패션제품에 명화 주입으로 인한 호의도 상승 효

과는 럭셔리 수준이 너무 높거나 낮은 패션브랜드보다

중간 정도인 패션브랜드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 3도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명화 주입 마케팅

전략이 패션브랜드 럭셔리 수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진

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럭셔리 수준이 중간 정도인 패

션브랜드에서는 명화 주입이 제품의 호의도를 높이는 주

요한 전략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중간 정도

Table 8. Simple main effect of the interaction art infusion and brand luxury level

Brand Luxury Level Art Infusion N Mean S.D. F-value

High (Louis Vuitton)
Infusion 31 3.01 0.92

3.85**
Non-infusion 33 2.63 0.63

Mid (Louis Quatorze)
Infusion 31 3.51 1.14

7.32**
Non-infusion 31 2.75 1.05

Low (Accessorize)
Infusion 33 2.95 0.91

0.11**
Non-infusion 33 3.02 0.85

**p<.01

Fig. 5. Interaction effect of art infusion and brand

luxury level.

Table 7. 2-way ANOVA of art infusion and brand lux-

ury level on preference

Source SS D.F. MS F-value

Art Infusion (A) 006.06 1 6.06 7.07**

Brand Luxury Level (B) 003.04 2 1.52 1.78**

A*B 005.45 2 2.73 3.18**

Error 159.37 186 0.86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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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럭셔리 수준을 가진 중가의 국내 내셔널 패션브랜드

에서 매우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욱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럭셔리 수준

이 중간 정도인 내셔널 패션브랜드들은 브랜드 확장 전

략에 있어서 이러한 명화 주입을 활용함으로써 자신만

의 독특한 컨셉을 가지면서도 소비자의 호의도를 효과

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럭셔리 수준이 너

무 높거나 낮은 패션브랜드에서는 명화 주입 전략에 있

어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해당 브랜드에 더 효

과적일 수 있는 다른 마케팅 전략을 고려하는 것이 더 바

람직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학문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자기감시성의 조

절 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명화 주입 효과에

대한 연구를 확장시켰다. 이는 명화 주입 효과가 개인

성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어, 차후

더욱 다양한 개인차 변수의 탐색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둘째, 패션브랜드 럭셔리 수준에 따라 명화 주입 효

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실증함으로써 패션영역에서 명

화 주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새로운 변인을 제

시하며 명화 주입 연구의 폭을 넓혔다. 그러나 명화 주

입 효과에 있어서 패션브랜드 럭셔리 수준의 조절 효과

탐색은 본 연구에서 처음 시도된 것이기 때문에, 추후

보다 정밀하고 다양하게 브랜드 럭셔리 수준의 영향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제안은 다

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이제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패션영역에서 명화 주입 효과를 실증적으로 밝힌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지만, 자극물이 지갑 품목

에 한정되었으며 피험자는 자극물에 사용된 브랜드의

주 소비층인 20~30대 여성만으로 한정되어 연구가 진행

되었다. 따라서 연구일반화를 위해 향후 연구에서는 남

성 및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여 보다 다양한 품

목을 다룸으로써 연구를 확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연구일반화를 위해 연구 1과 연구 2에서 자극

물에 사용될 명화 및 브랜드를 다르게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가 분리됨에 따라 좀 더 간단하고 명

확할 수 있었던 연구설계가 복잡해진 것을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볼 수 있겠다.

셋째, 본 연구에 사용된 자극물 제작에 있어서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인 명화의 크기와 비

율, 위치 및 브랜드 간 제품의 크기와 디자인은 통제하

였으나 브랜드 간 제품의 재질 및 패턴은 통제하지 못

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들까지 확실하게

통제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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