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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지각된 해석난이도를 매개변수로 사용하여 애매 모호성광고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
일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애매 모호성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지각된 난이도는 소비자의 사고방식에 따라 조절
될 수 있음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첫째, 광고의 애매 모호성이 낮은 경우보다 높은 경우에 지각된 해
석난이도는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애매 모호성이 소비자의 지각된 해석난이도에 미치는 영향은 소비자의 사고방식
에 따라 조절되었다. 즉 애매 모호성이 낮은 광고에서는 종합적 사고자가 분석적 사고자에 비해 해석난이도를 높게 
지각했고, 애매 모호성이 높은 광고에서는 종합적 사고자와 분석적 사고자 간에 지각된 해석난이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각된 해석난이도가 낮은 경우보다 높은 경우에 광고에 대한 태도는 비호의적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디지털 융․복합 매체를 활용한 애매 모호성광고가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로 연결되어야 하며, 오늘날과 같은 글로벌 경영환경 하에서 글로벌 광고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중요 
고려 요인으로 소비자 간의 사고방식 차원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주제어 : 애매 모호성, 지각된 해석난이도, 사고방식(분석적, 종합적), 디지털 융․복합 매체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negative influence of ambiguity on the attitude toward ads by using 
mediating variable, perceived interpretation difficulty. It also tested the moderating effect of thinking style 
between ambiguity and perceived interpretation difficulty. In results, we found as follows. 1) Perceived 
interpretation difficulty is higher in case of higher ambiguity than lower one. 2) The influence of ambiguity on 
perceived interpretation difficulty is moderated by thinking style. 3) Attitude toward ads is more unfavorable in 
higher perceived interpretation difficulty than lower one.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provide the implications 
that ambiguity ads using digital convergence media has to be connected to positive attitude for being successful 
and marketing staffs must consider thinking style as a key success factor to establish global advertising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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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고물에서는 티 고(teaser advertising)와 함

께 다의  모호성(resonance) 고가 심심치 않게 등장한

다. 티 고는 청 (audience)에게 달하고자 하는 상

품이나 서비스 정보의 일부요소를 밝히지 않음으로서 소

비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주목을 끌기 한 상업 고

의 한 기법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티 고는 모든 정

보가 제공되는 일반 이고 통 인 고와는 달리 정보

의 양을 제한함으로써 다의 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하

는 애매모호한 고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다의  고는  문구자체는 평범하지만 삽화와 같이 평

범하지 않은 설정(unconventional setting)상에서 동의어

(synonym) 혹은 비유  언어(metaphor)의 사용을 통해 

복수의 해석이 가능한 고를 의미한다. 의 두 고 형

태는 제공되는 정보의 양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주로 청

들의 심이나 호기심을 자극하기 하여 애매 모호성

(ambiguity)이라는 수단을 사용한다는 공통 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들은 통 인 고이론에서 

성공 인 고요건으로 제시하는 단순성(simplicity)과 

명료성(clarity)을 배하고 있다. 를 들어 티 고는 

제공하는 정보의 양을 제한함으로써 청 들로 하여  궁

증을 자아나게 하지만 지극히 단순한 형태를 취함으로

써 명료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다의  

고는 동의어나 비유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복수의 해석

이 가능하게 한다. 즉 단순성이나 명료성과는 다소 거리

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들이 꾸 히 등

장하고 있는 것은 일정부분 고의 효과에 기여하기 때

문이다. 다시 말해서 최근 빈번하게 등장하는 애매 모호

성 고는 오늘날과 같이 복잡한 기업환경  마  상

황, 그리고 미디어환경 뿐만 아니라 무나 많은 고의 

홍수 속에서 청 의 각성(arousal) 는 주의(attention)

를 끌기 한 매우 효과 인 략이 될 수 있다. 최근 여

러 연구들에서 메시지의 애매 모호성(ambiguity)이 커뮤

니 이션 효과에 정 이라는 연구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으며[4, 10, 14], 실제로도 각종 매체를 통해 다의 으

로 해석될 수 있는 티 고나 다의  고 등의 애매 모

호성 고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반면에 애매 모호성 

고에 한 부정  시각도 무시할 수 없다. 티 고와 

같은 애매 모성 고는 통 인 고들보다 이해하기 쉽

지 않고, 결말이 열려 있으며, 다소 추상 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25]. 다의  모호성 고와 같은 애매 

모호성 고는 다 인 의미를 가져 복수의 해석이 가

능하다[7]. 이러한 애매 모호성 고의 특성은 고의 태

도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부정 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

이다.

일반 으로 소비자정보처리과정에 따르면 고와 같은 

마 믹스 는 자극물에 노출(exposure)된 청 들은 

심(interest) - 주의(attention) - 이해(comprehension) 단

계를 거쳐 태도(attitude)형성에 바로 연결되거나 기억 속

에 장되었다가 필요할 때에 인출되어 태도형성에 기여

하게 된다. 는 소비자들이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바람

직한 상태와 실제의 상태 간에 차이를 인식하게 하는 욕

구를 발생(문제의 인식)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고에 

한 태도 형성은 자극물에 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한 에서 애매 모호성 고에 한 소비자의 고태

도는 소비자의 자극물에 해 지각하는 해석난이도에 

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첫 번째로 

고의 애매 모호성이 고태도에 미치는 향은 소비자

의 자극물에 한 지각된 해석난이도를 매개로 이루어진

다는 심리  메커니즘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고의 애매 모호성이 소비자의 지각된 해석난이도에 미

치는 향은 소비자의 사고방식(종합  vs. 분석 )에 따

라 조 될 수 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애매 모호성 고가 성공 이기 

해서는 반드시 고에 한 정 인 태도로 연결되어

야 하며, 오늘날과 같은 로벌 경 환경 하에서 로벌 

고 략을 수립하기 한 요 고려 요인으로 소비자 

간의 사고방식 차원의 문화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을 시사해  것이다.

2. 이론적 배경과 가설

2.1 광고의 애매 모호성과 지각된 해석난이도

애매 모호성(ambiguity)이란 특정한 사안에 해 정

보가 부족하거나 과잉되는 경우, 혹은 기존에 가지고 있

었던 자신들의 생각과는 모순되는 정보가 주어졌을 때, 

의사결정을 한 의미해석의 방향이 하나가 아닌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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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면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나 특징을 의미한다[6]. 

Budner(1962)는 어떤 상황에 한 충분한 정보가 부족하

여 그 상황을 구조화(structured)하지 못하거나 범주화

(categorized)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애매모호한 

상황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

로 구분하 다. 첫째는 익숙한 정보가 없는 새로운 상황

(new situation)으로서 새로움(novelty)으로 묘사될 수 

있으며, 둘째는 정보의 양이 무 많아 복잡한 상황

(complex situation)으로서 복잡함(complexity)으로 묘사

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익숙하지 않은 요소들이

나 정보들이  다른 구조를 설명하는 경우에 발생하

는 모순된 상황(contradictory)으로서 해결할 수 없음

(insolubility)으로 묘사될 수 있다[24]. 

Budner(1962)의 세 가지 애매모호한 상황을 고에 

용해보면 티 고와 다의  모호성(resonance) 고

로 나 어 볼 수 있다. 자인 티 고는 첫 번째 애매

모호한 상황의 고라고 할 수 있으며, 후자인 다의  모

호성 고는 두 번째의 복잡한 상황과 세 번째의 모순된 

상황에 해당하는 고라고 볼 수 있다. 먼  티 고는 

소비자에게 호기심을 자극하기 하여 일부러 상품이나 

서비스 등에 한 정보를 자세히 제공하지 않는 고를 

말한다. 따라서 티 고는 회사명이나 상품명 등의 구

체 인 내용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구매의욕을 유발하는 

고기법으로 보통 제품을 출시하거나 신제품을 공개하

기 에 제품의 일부분만 보여주거나 불완 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들의 호기심과 기 감을 유발시키고 강한 

인상을 심어주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한다. 반면에 다의  

모호성 고는 문구자체는 평범하지만 삽화와 같이 평범

하지 않은 설정(unconventional setting)상에서 동의어 

혹은 비유  언어의 사용을 통해 복수의 해석이 가능한 

고를 의미한다. 따라서 티 고와 다의  고는 제

공되는 정보의 양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주로 청 들의 

심이나 호기심을 자극하기 하여 애매 모호성

(ambiguity)이라는 수단을 사용한다는 공통 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티 고처럼 정보의 양이 제한될수

록, 그리고 다의  는 복수의 해석이 가능할수록 고

기획자의 목표는 달성될 수 있으며 소비자의 호기심   

심을 끌어낼 수는 있지만 소비자의 자극물에 한 이

해 가능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즉 지각된 해석난이도

(perceived interpretation difficulty)는 애매 모호성이 높

을수록 높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1:  고의 애매 모호성이 낮은 경우보다 높은 경

우에 지각된 해석난이도는 더 높을 것이다.

  

2.2 사고방식의 조절효과

개인의 문화성향이 사람들의 인지와 행동에 어떠한 

차이를 가져오는지에 한 많은 연구들이 지속 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분석수 이 집단이나 

조직수 이던 문화 간 비교가 동일 문화권 안에 속한 사람

들 간의 정보처리에 한 개인  차이를 설명하는데도 사

용되고 있다. 최근 연구에서 많이 다 지고 있는 문화  

성향에 한 연구로는 Nisbett, Peng, Choi, Norenzayan 

(2001)에 의해 제기된 사고방식의 차이를 들 수 있다. 그

들은 사고방식을 분석  사고(analytic thinking)와 종합

 사고(holistic thinking)의 구분하고, 이러한 사고방식

에 따라 인지과정(cognitive process)과 인과추론과정

(causal inference process))이 달라질 수 있음을 주장한

다[22]. 먼  분석  사고자는 분리되고 독립 인 요소들

에 을 맞추는 분석  사고를 하기 때문에 배경보다

는 상에 주의를 두고, 결과에 한 원인을 다양한 상황

에 귀인하지 않는 신 특정 성향(disposition)에 귀속시

키고, 논리  모순에 해서는 양극단  하나를 선택하

여 문제를 단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반면 종합  사고

자는 상이나 사건의 부분  요소보다는 체를 강조하

는 종합  사고를 하기 때문에 상 으로 상보다는 

배경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며, 다양한 상황  요인의 

상호작용을 결과와 련하여 설명하려 하고, 서로 모순

되는 논리에 해서는 모순의 양극단을 충하는 립

인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 상 으로 더 강하다[15, 22, 

29]. 한 분석  사고자는 사물에 을 두고 맥락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건 간의 는 사건과 배

경 간의 계에 해 상 으로 덜 민감하다(low 

context). 반면에 종합  사고자는 작은 부분보다는 큰 

그림을 보기 때문에 사물과 체 맥락을 연결시켜 지각

하는 경향이 있고, 체 맥락에서 특정 부분을 떼어내어 

독립 으로 바라보는 것에 낯설어한다(high context)[3]. 

이러한 문화 간의 차이는 사건이나 행동의 원인을 설명

하는 인과추론과정(causal inference process)에도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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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다. 즉 분석  사고는 사건이나 행동의 원인을 사물

자체의 속성으로만 보지만, 종합  사고는 사건이나 행

동의 원인을 수없이 많은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

(interaction)으로 설명한다. 

의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고의 애매 모호성이 소

비자의 해석난이도 지각에 미치는 향을 소비자의 사고

방식이 조 할 것이라고 상해 볼 수 있다. 먼  티

고와 같이 애매 모호성이 높은 고의 경우에는 상당한 

정보가 생략되어 제공되기 때문에 사고방식의 차이가 해

석난이도의 지각에 차이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다. 즉 종

합  사고자나 분석  사고자 모두 무나 부족한 정보

를 제공받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해석하기는 같이 어

려움을 겪을 것이다. 따라서 애매 모호성이 높을 경우에

는 종합  사고자와 분석  사고자 모두 지각된 해석의 

난이도가 높을 것이고, 사고방식의 차이에 따른 지각된 

해석난이도의 차이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애

매 모호성이 낮은 경우는 그 지 않다. 왜냐하면 애매 모

호성이 높은 경우보다 어느 정도는 더 많은, 때로는 충분

한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해석난이도는 상 으로 상

당히 낮게 지각할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정보의 증가는 

심단서와 함께 더 많은 주변단서의 증가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사고방식의 차이에 따른 지각된 해석

난이도에는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먼  분석  사고자

의 경우에는 핵심단서들의 공통 인 특성이나 규칙에 

을 맞추기 때문에  Gastalt의 이해를 한 심리 인 연

구에서 지각  조직화의 원리에 의해 완결성(closure)의 

원리가 쉽게 작동될 것이다[28]. 따라서 애매 모호성이 

낮은 경우 분석  사고자는 해석의 난이도를 매우 낮게 

지각할 것이다. 반면에 종합  사고자는 핵심단서들과 

함께 주변단서들도 함께 고려하며 이들 간의 계에 주

목하고 다양한 인과 계를 추론한다. 따라서 Gastalt의 

이해를 한 심리 인 연구에서 형상과 배경(figure-ground)

의 원리가 시되고 형성과 배경의 상  단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나타날 수 있다. 이는 다의  모호성

(resonance) 고에서와 같이 다양하고도 복잡한 해석이 

이루어져 분석  사고자에 비해 해석의 난이도를 상

으로 높게 지각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토 로 고

의 애매 모호성이 소비자의 지각된 해석난이도에 미치는 

향은 소비자의 사고방식에 따라 조 될 수 있음을 

상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2: 고의 애매 모호성이 소비자의 지각된 해석

난이도에 미치는 향은 사고방식에 의해서 

조 될 것이다. 즉, 애매 모호성이 낮은 경우

에는 종합  사고자가 분석  사고자에 비해 

지각된 해석난이도가 높게 나타나고, 해석난

이도가 높은 경우에는 사고방식에 따른 지각

된 해석난이도의 차이는 없을 것이다. 

2.3 지각된 해석난이도와 광고태도

고는 명백한 정보와 암시 인 비유, 그리고 이미지

를 동시에 가지고 있고[5], 암시 인 고는 의미의 애매

성을 증 시켜 커뮤니 이션의 부정확성을 증 시키지

만 한편으로는 친 감을 강화시킨다는 특성이 있다[30]. 

이 논문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애매 모호성 고는 마 터

가 의도 으로 애매 모호성을 창출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18]. 그러나 이러한 커뮤니

이션 부정확성의 증 , 즉 소비자의 자극물에 한 지

각된 해석난이도의 증가는 소비자의 정보처리이론

(information processing theory) 측면에서 고에 한 

태도에 부정 인 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다음의 [Fig. 

1]은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과정과 정보처리과정을 결합 

 요약, 정리한 그림이다[13]. 

[Fig. 1] Consumer's decision-making and information 
process1) 

의 [Fig. 1]에서 알 수 있듯이 소비자의 정보처리과

정은 자극물에 노출 - 주의 - 이해의 단계를 거쳐 바로 

는 기억 속에 장된 후 필요시에 인출되어 태도 형성

에 기여한다. 혹은 문제인식(욕구발생)에 기여하기도 한

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지각

1) 자료원: 소비자 의사결정과정과 정보처리과정 번안 및 수정
(그림 2.1) [이학식, 안광호, 하영원, 소비자행동, 제4판, 
pp.3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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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해석의 난이도와 고태도와의 계는 자가 후자의 

선행요인임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Fig. 1]에서 제시된 

이해(comprehension) 단계는 유입된 정보의 내용을 조직

화(지각  조직화)하고 그 정보의 의미를 해석(지각  해

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지각  조직화는 정

보처리 상의 여러 요소들을 통합하여 지각하는 메커니

즘을, 지각  해석은 조직화된 지각 상에 주 인 의

미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한 지각  해석에는 유입

자극을 자신의 기억 속에 가지고 있는 기존 스키마(지식

단 들 간의 네트워크)와 련 지움으로써 자신의 방식

으로 그것을 이해하는 지각  범주화와 어떤 요소들로부

터 다른 요소를 추론하는 지각  추론의 두 가지 기본원

리가 용된다. 이와 같이 소비자는 지각  조직화와 지

각  해석의 메커니즘에 의하여 마  자극을 지각, 이

해하고, 이는 정  혹은 부정  태도를 유발할 수 있다. 

애매 모호성 고에 한 지 까지의 연구결과들을 살

펴보면 그 효과에 하여 정 이라는 주장과 부정 이

라는 주장이 립하고 있다. 먼  정 이라는 주장을 

살펴보면 정교화 과정을 통해서[12, 19], 고 여의 경우

[1]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애매모호한 고의 정 인 

고효과에 해서는 일반화하기는 다소 어렵다. 왜냐하

면 소비자들에게는 애매모호한 자극에 해 싫어하거나 

피하려는 성향이 있고[24], 자아의 여러 측면이 활성화될

수록 스트 스로 인한 부정  향이 가 될 수도 있으

며[21], 높은 인지 인 노력을 요구하는 고메시지는 오

히려 소비자들에게 부정 인 향을  수도 있기 때문

이다[6, 20]. 

본 연구에서에서는 부정 인 향에 주목한다. 왜냐하

면 티 고와 같은 애매 모호성이 높은 고들은 소비

의 주의(attention)를 환기시킬 수는 있으나, 이해

(comprehension)단계에서 지각된 해석이 어려워져 상

으로 고태도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고 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를 토 로 다음과 같은 가

설을 설정하 다.   

 

가설 3: 고에 한 지각된 해석난이도가 낮은 경우

보다 높은 경우에 고에 한 태도는 비호의

일 것이다. 

  

3. 실험설계

3.1 자극물의 개발 및 실험절차

본 연구는 구·경북권 소재의 학부생, 학원생  

회사원 110명을 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극 인 참여

와 성실한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음료수와 함께 소정의 

답례품이 제공되었다. 이  불성실하거나 부 한 설

문지 5부를 제외한 105부에 한 통계분석을 실시하 다. 

참여자에 한 인구 통계  특성  분포를 살펴보면, 성

별 분포는 남자 82.9%(87명), 여자 17.1%(18명)로 나타났

으며, 연령분포는 20세 미만 58.1%(61명), 20~30세 미만 

22.9%(24명), 30세 이상 19.0%(20명)로 나타났다. 성별 

분포나 연령별 분포 상 특성별로 균등하게 분포되지는 

않았지만 연구의 목 을 달성하는 데는  크게 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단되어 추가 인 데이터 수집 없이 

수집된 데이터를 그 로 사용하 다. 

자극물은 2차의 비조사(pilot test)를 통해 기존의 연

구에서 사용되었던 3종류의 가상 랜드(Bluetin, Limonada, 

Lenovo)를 사용하 다. 그리고 자극물은 가상 랜드 이

름을 기본 으로 제공하고 나머지 정보의 양을 조 하여 

애매 모호성이 낮은 자극물과 높은 자극물 6가지 형태의 

자극물을 개발하 다. 즉 애매 모호성이 높은 고는 어

떤 고인지  상하지 못하도록, 애매 모호성이 낮

은 고는 어떤 고인지 알아 볼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

를 제공하여 제작하 다. 한 연구결과의 외 타당성을 

확보하기 하여 자극물의 제품 범주는 고 여의 핸드백

과 노트북, 여의 몬음료를 선택하 다. 제작된 자

극물은 순서효과와 같은 외생변수 효과를 통제하기 하

여 6개 고유형으로 별도의 설문지를 작성하여 배포되

었다.

다음의 <Table 1>에는 총 설문지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로 요약되어 있다.

High 

ambiguity

Low 

ambiguity
Total

Lenovo 20 17 37

Limonada 13(3) 19 32(3)

Bluetin 22 14(2) 36(2)

Total 55(3) 50(2) 105(5)

 (   ): not used

<Table 1> Collected and analysed questionnai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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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조작 점검 및 변수 측정

3.2.1 조작 점검

고에 한 태도는 랜드의 친숙도에 따라 향을 

받을 수 있다. 한 티 고의 특성상 제시된 가상의 

랜드는 소비자에게 친숙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가상

랜드에 한 친숙도는 매우 낮게 나타나야 하며 가상

랜드들 간에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친숙도에 한 조작 검은 4문항(“나는 ○

○에 해 심이 많다”, “○○는 나에게 친숙하다”, “나

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를 해보았다”, “나는 ○○

에 해 많은 정보(지식)를 가지고 있다”)을 7  척도로 

측정하 다(Cronbach's   = .937). 조작 검 결과, 고

에 사용된 세 개의 가상 랜드에 한 친숙도는 매우 낮

은 상태로 나타났으며 가상 랜드 간에 통계 으로 유의

미한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1.99, 

=2.13, =2.19, F=.243, p>.05).

3.2.2 변수 측정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로 사용된 애매 모호성은 McQuarrie 

& Mick(1992)의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항목을 번안  수

정하여 4개의 문항(간단한-혼란스러운, 이해가 쉬운-이

해가 어려운, 명백한-명백하지 않은, 단순한-복잡한)으

로 재구성하고 7  척도로 측정하 다(Cronbach's   = 

.754)[8].  측정 후 평균값(M=3.84)을 기 으로 평균값보

다 낮은 응답자는 애매 모호성이 낮은 집단으로, 평균값

보다 높은 응답자는 애매 모호성이 높은 집단으로 분류

하 다. 두 번째로 지각된 해석난이도는 McQuarrie and 

Mick(1999), Phillis(2000)의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항목을 

번안  수정하여 11개의 문항(추상 이다, 어떤 제품 

고인지 모르겠다, 의미를 악하기 한 단계가 생략되

어 있다, 사 지식이 없다, 제품의 편익이 없다, 제품과의 

연 성이 낮다, 달하는 메시지가 없다, 산만하다, 복잡

하다, 혼돈스럽다)으로 재구성하여 7  척도로 측정하

다(Cronbach's   = .928)[2, 9]. 소비자의 지각된 해석 난

이도 한 측정 후의 평균 값(M=4.18)을 기 으로 평균

값보다 낮은 응답자는 지각된 해석난이도가 낮은 집단으

로, 평균값보다 높은 응답자는 지각된 해석난이도가 높

은 집단으로 분류하 다. 본 연구에서 조 변수로 사용

된 사고방식 유형은 Choi, Reeshad, Chu, Park(2007)이 

개발한 종합  사고 경향(holistic thinking tendency)을 

바탕으로 Enkhchimeg, Kim, Oh(2014)이 재구성한 10개

의 항목을 사용하여 7  척도로 측정하 다(Cronbach's 

  = .828)[5]. 측정 후  평균값(M=4.65)을 기 으로 평균

값보다 낮은 응답자는 분석  사고자 그룹으로, 평균값

보다 높은 응답자는 종합  사고자 그룹으로 분류하 다

[22,27].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고태도는 

Mackenzie, Lutz and Belch(1986)의 연구에서 사용한 측

정항목을 번안  수정하여 5개의 문항(싫어하는-좋아하

는, 비호의 인-호의 인, 나쁜-좋은, 부정 인- 정

인, 흥미롭지 않은-흥미로운)으로 재구성하여 7  척도

로 측정하 다(Cronbach's   = .905)[26].

4. 가설의 검증

4.1 가설1의 검증

가설 1은 고에 한 애매 모호성 정도에 따른 지각

된 해석난이도의 차이, 즉 소비자는 애매 모호성이 낮은 

경우보다 높은 경우에 지각된 해석난이도를 더 높다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하여 애매 모호

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지각된 해석난이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t-test를 실시하 다. 그 결과는 아래의 <Table 2>

에 요약되어 있다. 

N Mean S. D. t p

Ambiguity
Low 48 3.36 1.32

-7.81 .00
High 57 4.93 .65

<Table 2> Ambiguity on perceived interpretation
difficulty(t-test)

분석결과, 애매 모호성이 낮은 경우보다 애매 모호성

이 높은 경우에 지각된 해석난이도는 더 높게 나타났다

(=3.36, =4.93, t=-7.81, p<.05). 따라서 가설 

1은 유의수  .05에서 지지되었다. 

4.2 가설2의 검증

가설 2는 고의 애매 모호성이 지각된 해석난이도에 

미치는 향은 사고방식에 따라 조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즉, 애매 모호성이 낮은 경우에는 종합  사고자

가 분석  사고자에 비해 지각된 해석난이도가 높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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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p

Adjustment 

model
72.79a 3 24.26 24.99 .00

Intercept 1778.39 1 1778.39 1831.77 .00

Ambiguity 52.80 1 52.80 54.39 .00

Thinking style 5.52 1 5.52 5.69 .01

Ambiguity *  

Thinking style
4.74 1 4.74 4.89 .02

Error 98.05 101 .97 　 　

Total 2038.35 105 　 　 　

Adjustment total 170.85 104 　 　 　

 a. R
2
= .426(수정된 R

2
= .409)

<Table 3> Moderating effect of thinking style 
between ambiguity and perceived 
interpretation difficulty (ANOVA)

타나고, 해석난이도가 높은 경우에는 사고방식에 따른 

지각된 해석난이도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를 검증하

기 하여 먼  애매 모호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사고방

식을 조 변수로, 그리고 고에 한 태도를 종속변수

로 하는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 다. 추가 으로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하기 하여 애매 모호성이 낮은 

경우와 높은 경우로 나 고, 각각의 경우에 사고방식에 

따른 소비자의 지각된 해석난이도를 t-test를 통해 살펴

보았다. 그 결과는 아래의 <Table 3, 4, 5>, [Fig. 2]에 요

약되어 있다.

  

N Mean S. D. t p

Thinking 

styles

Analytic 30 3.03 1.18
-2.39 .02

Holistic 18 3.93 1.40

<Table 4> In case of low ambiguity, perceived 
interpretation difficulty based on 
thinking styles (t-test)

N Mean S. D. t p

Thinking 

styles

Analytic 30 4.91 .81
-.19 .84

Holistic 27 4.94 .44

<Table 5> In case of high ambiguity, perceived
interpretation difficulty based on 
thinking styles (t-test)

분석결과, 애매 모호성이 소비자의 지각된 해석난이도

에 미치는 향에 한 사고방식의 조 효과, 즉 애매 모

호성과 사고방식의 상호작용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미

한 결과를 보여주었다(F=4.89, p<.05). 구체 으로  애매 

모호성이 낮은 고에서 종합  사고자가 분석  사고자

에 비해 지각된 해석난이도를 높게 나타났고(

=3.03, =3.93, t=-2.39, p<.05), 애매 모호성이 높

은 고에서 종합 사고자와 분석  사고자 간에 지각된 

해석난이도의 차이가 없다(=4.91, 

=4.94, t=-.19, p>.05), 따라서 가설 2는 지지되었다.

[Fig. 2] Moderating effect of thinking style 
between ambiguity and perceived 
interpretation difficulty

4.3 가설3의 검증

가설 3은 고에 한 지각된 해석난이도 정도에 따른 

고에 한 태도의 차이, 즉 소비자는 지각된 해석난이

도가 낮은 경우보다 높은 경우에 고에 한 태도는 비

호의 일 것이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검증하

기 하여 지각된 해석난이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고에 

한 태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t-test를 실시하 다. 그 결

과는 아래의 <Table 6>에 요약되어 있다. 

N Mean S. D. t p

Perceived 

interpretation 

difficulty

Low 53 4.65 1.11
2.96 .00

High 52 4.08 .82

<Table 6> Perceived interpretation difficulty on 
attitude toward Ads (t-test)

분석결과, 지각된 해석난이도가 낮은 경우보다 애매 

모호성이 높은 경우에 고에 한 태도는 비호의 이게 

나타났다(=4.65, =4.08, t=2.96, p<.05). 따라

서 가설 3은 유의수  .05에서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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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는 티 고와 같은 애매모호한 고가 청

들의 호기심과 심을 끌어내는 좋은 고임에도 불구하

고 고태도에 미치는 향은 좋지 않을 수 있다는데 

을 두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의 반응은 청 들이 고

를 보고 즉각 이해하고 단되어야 할 고의 내용이 많

은 정보의 생략으로 인해 고에 한 이해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지각된 해석난이도를 매개변수로 사용하여 고에 한 

태도가 부정 일 수 있음을 주장하 다. 한 애매 모호

성 고에 한 소비자의 지각된 난이도는 소비자의 사고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살펴보고자 하 다. 

실증분석결과 첫째, 고의 애매 모호성에 따른 소비

자의 지각된 해석난이도는 차이가 있었다. 즉  고의 애

매 모호성이 낮은 경우보다 높은 경우에 지각된 해석난

이도는 더 높게 나타나 가설 1은 지지되었다. 둘째, 애매 

모호성이 소비자의 지각된 해석난이도에 미치는 향에 

한 소비자의 사고방식에 따라 조 되었다. 즉 애매 모

호성이 낮은 고에서는 종합  사고자가 분석  사고자

에 비해 지각된 해석난이도를 높게 나타났고, 애매 모호

성이 높은 고에서는 종합 사고자와 분석  사고자 간

에 지각된 해석난이도의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 한 지지되었다. 마지막으로 

지각된 해석난이도가 낮은 경우보다 애매 모호성이 높은 

경우에 고에 한 태도는 비호의 으로 나타나 가설 3

도 지지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이론･실무  시사

을 제공한다. 먼  본 연구는 소비자의 지각된 해석난

이도라는 매개변수를 도입하여 티 고와 같은 애매 모

호성 고가 소비자의 반응에 부정  향을 미칠 수 있

음을 보여주는 심리  메커니즘을 제공하 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실무  시사 도 제공한다. 1) 티

고를 담당한 실무자는 티 고가 어느 정도의 심과 

호기심을 끌었다고 단되는 경우(목표달성)에는 진

으로든 완 하게든 소비자들이 고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추가 인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2) 한 충분

한 정보의 제공시기는 호기심이 극 화되는 시 을 잘 

포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애매 모

호성 고를 이해하는데 소비자의 사고방식에 따라 지각

하는 해석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사고방

식의 조 효과). 를 들어 티 고와 같이 애매 모호성

이 높은 경우에는 청 의 호기심이나 심을 끌기 해  

많은 정보를 생략함으로써 사고방식에 따른 지각된 해석

난이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에 상당히 많은 

정보가 제공된 애매 모호성이 낮은 경우에는 사고방식에 

따라 지각된 해석난이도가 달라짐을 확인하 다. 특히 

종합  사고자의 경우 분석  사고자와는 달리 오히려 

해석의 난이도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합  사고자가 핵심 사물과 배경정보 간의 계를 

시하고 추론과정에서 다양한 인과 계를 추론하기 때문

에 다의  모호성(resonance) 고에서와 같이 다양하고 

복잡한 해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실무 으로도 로벌 시장에서 사고방

식이 다른 동양과 서양에서의 고 략 수립 시 사고방

식의 차이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와 같은 이론  실무  시사 에도 불구하고 본 연

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 을 가지며 이와 련하여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샘 의 수가 어 

여도에 따른 차이 을 분석하지는 않았으나 여 

제품의 경우에는 랜드의 이미지보다는 랜드의 인지

도제고가 상 으로 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상 으

로 티 고와 같이 애매 모호성이 높은 고가 소비자

에게 효과 일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추가 인 자료 수집

을 통해 애매 모호성 고의 여도에 따른 통해 소비자

의 반응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비주얼 형태의 

애매 모호성 고와 텍스트 형태의 애매 모호성 고에 

한 소비자의 반응차이를 살펴보지 못했다. 이 역시 연

구의 일반화를 해 혼합하여 사용하 으나 각각의 경

우에 샘 의 수가 상 으로 어 향후에는 추가 인 

자료 수집을 통해 연구의 질  향상을 가져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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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상거래, 컨설 , 귀농창업

․E-Mail : jungji01@seojeong.ac.kr

윤 규 도(Yun, Kyu Do)
․2005년 2월 : 안동 학교 세라믹공

학과(공학학사)

․2008년 2월 : 오공과 학교 정보

나노소재공학과(공학석사)

․2011년 3월 ～ 재 : 오공과 학

교 경 학과 박사과정

․ 심분야 : CSR, CSV, 마 략, 

소비자행동, 컨설

․E-Mail : star-way@daum.net

김 귀 곤(Kim, Gwi Gon)
․1992년 2월 : 한국외국어 학교 경

학과(경 학사)

․2003년 2월 : 한국외국어 학교 경

학과(경 학석사)

․2008년 9월 : 한국외국어 학교 경

학과(경 학박사)

․2004년 3월 ～ 2010년 8월 : 서정

학교 교수

․2010년 9월 ～ 재 : 오공과 학교 교수

․2008년 1월 ～ 재 : 특허청/발명진흥회 자문/운 원

․2014년 1월 ～ 재 :  kit창의지식재산센터 소장/ 지식재산

교육선도 학사업단 단장

․ 심분야 : 마 커뮤니 이션, 랜드, 빅데이터, 지식재

산, 자상거래, 서비스경 , CSR, 컨설 , 창업

․E-Mail : metheus@kumoh.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