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doi.org/10.5392/JKCA.2017.17.01.532

유명인을 이용한 제품 애칭화 유형에 따른 소비자 반응 연구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Pet Naming Types Using Celebrity Endorser

김혜진*, 조창환**

연세 학교 커뮤니 이션 학원*, 연세 학교 언론홍보 상학부**

Hyejin Kim(khj5154@gmail.com)*, Chang-Hoan Cho(ccho@yonsei.ac.kr)**

 

 요약

본 연구는 유명인을 이용한 제품의 애칭이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는 동시에, 제품 애칭화 

상을 랜드 아이덴티티의 창출 주체로 구분하여 그에 따른 향력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이를 해 3(비

애칭화/기업 의도에 의한 애칭화/구 에 의한 애칭화)x2(쾌락  제품/실용  제품)의 요인 설계를 하 다. 

연구결과 애칭화 유형이 지각된 가치에 유의미한 향을 미쳤으며, 지각된 가치는 애칭화 유형이 랜드 

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 사이에서 완 매개의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 하 다. 나아가 소비자의 심리

 기제인 정보  인 민감성 수 에 따른 조 효과를 발견하 다. 본 연구는 소비자 스스로 랜드 아이

덴티티를 창출하는 상을 포함하 고, 가치 지각의 차원에서 유명인 보증인 효과를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

가 있다. 한 소비자들의 심리  기제에 따른 마  효과까지도 검증해 냄으로 인해 향후 애칭마 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한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 중심어 :∣애칭마케팅∣유명인 보증인∣지각된 가치∣제품군∣대인영향력민감성∣

Abstract

This study identifies the pet-name using the celebrity's endorser and the pet-naming effect by 

the subject of creating brand identity. For this study, pet-naming types are made up of 3 

types(non pet-named/pet-naming by company intention/pet-naming by customer's word of 

mouth). As the results of this study, pet-naming types affects the perceived value. The perceived 

value has a perfect mediating effect between pet-naming types and consumer response. Also, the 

level of informative interpersonal influence has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between pet-naming 

types and perceived value. The research, therefore, reaches several important conclusions. First, 

when the pet-naming types were consisted, customer's brand identity creating phenomenon was 

included. Second, pet-naming types affects the confirmed perceived value which is the 

customer's view. Third, susceptibility to interpersonal influence was differently identified with 

normative interpersonal influences and informative interpersonal influences. Furthermore, this 

study analyzes the market's behavior trends, and in extend the progression of pet-name 

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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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디지털 환경의 도래로 셀 수 없이 다양한 랜드와 

제품들에 한 정보가 쏟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제품

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은 선택 과잉의 시 를 맞이하

다. 심지어 최근에는 소비자들이 쉽게 의사결정을 내

리지 못하고 햄릿처럼 머뭇거린다는 의미의 ‘햄릿 증후

군’이라는 개념까지 등장하기도 하 다[1].

이에 ‘박수진 틴트’, ‘고소  팔 ’, ‘수지 가방’ 등과 같

이 제품명 앞에 유명인 이름으로 애칭화 된 제품들이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제품 선택에 피로를 

느낀 소비자들이 주변의 공신력 있는 사람들의 정보를 

믿고, 자신의 선택을 그들에게 맡기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제품명 앞에 유명인 이름이 붙어 공식 제품명

과 별도로 불리는 상을 ‘제품 애칭화’라고 하며, 이러

한 마  기법을 ‘애칭(Pet-name) 마 ’이라고 한다. 

이러한 애칭 마 은 최근 소셜 미디어의 활성화로 인

해 애칭이 검색어 순 에 오르고, 해당 제품의 매출이 

증가하는 등 그 효과가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특히나 

유명인의 이름으로 애칭화 된 제품은 유명인의 이미지

와 연계 되어 소비자들에게 효과 으로 제품을 각인시

킬 수 있다. 유명인을 이용한 마 은 고의 홍수 속 

소비자들의 주목을 쉽게 끌고, 결과 으로 매출 향상과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같은 정 인 효과를 쉽게 이끌

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2]. 

제품 애칭화는 두 가지 상을 통해 나타난다. 먼 , 

기업들이 소비자들의 심을 끌기 해 제품 출시 단계

에서 유명인을 모델로 발탁하거나, TV 로그램에 찬

하는 동시에 직  제품에 애칭을 붙여 마  활동을 

벌이는 경우가 있다. 한, 유명인이 개인 SNS계정에 

이용하는 제품을 업로드하거나 우연히 제품을 사용하

는 모습을 본 소비자들이 이를 이슈화하면서 제품에 당

사자들의 이름으로 애칭화 하는 경우가 있다[3]. 의 

두 가지 방법 모두 유명인의 이미지가 제품에 투 되

며, 유명인이 제품의 보증인으로 인식되는 마  효과

가 발생한다는 공통 을 가진다. 하지만 기업이 의도를 

가지고 애칭화 하는 경우와, 소비자가 스스로 애칭화 

하는 경우에 따라 그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며, 이

를 연구하는 것은 소비자의 자발 , 능동 인 참여를 

포함하여 진행되었다는 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연구

일 것이다[4].

따라서 본 연구는 유명인을 이용한 제품 애칭화가 정

말로 효과가 있는지, 효과가 있다면 애칭화 주체가 

구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 다. 

한, 이때 발생하는 마  효과를 소비자가 제품에 

해 지각하고 인지하는 차원인 가치 지각의 차원에서 입

증해 보고자 하 으며, 지각된 가치가 애칭화 유형과 

소비자 반응 사이에 있어 매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

자 하 다. 나아가 유명인을 이용한 마 이 무작

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 , 제품이 가진 속성과 소비자

의 심리  기제인 인 향력 민감성에 따른 조 효과 

한 규명하여 보다 실증 으로 애칭 마 의 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하 다.

Ⅱ. 이론적 논의

1. 유명인을 이용한 애칭 마케팅
1.1 유명인 보증인 효과
유명인(Celebrity)이란 스포츠 선수, 연 인, 정치인 

등과 같이 주로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하여 “사회 으로 

인지도가 있는 인물들”[5]을 의미한다. 오늘날에 기업

이 고, 마 을 진행함에 있어 유명인에 한 의존

도가 매우 높다. 이는 기업의 마 터나 고주들이 유

명인을 고나 마 의 수단으로 사용하면 유명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인 신뢰도, 매력도 등이 제품이나 

랜드의 이미지에 반 되어 고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McGuire(1985)가 제시한 

정보원 매력성 모델(Source attractive model)에 따르면 

모델의 친숙성(famility), 유사성(similarity), 호의성

(likability), 신뢰성(credibility), 매력성(attractiveness) 

등에 근거하여 유명인 모델이 더욱 설득 이라고 한다. 

한 McCracken(1989)은 정보원 매력성 모델을 발

시킨 의미 이 모델(Meaning transfer model)을 통해 

유명인 모델이 고 속에서 보여주는 모습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회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상이나 상황에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 Vol. 17 No. 1534

함에 따라 생성되는 문화  의미로 인해 보다 강력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주장하 다. 즉 유명인은 연 , 스포

츠 등의 분야에서 활동함으로 그와 련된 다양한 사람

들 그리고, 다양한 맥락들과 연결고리를 형성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 강력한 문화  의미를 얻게 되는 것이다

[8]. 이를 통해 유명인이 가진 속성들은 유명인 모델에

서 제품으로 이가 되고, 이는 결과 으로 제품을 소

비하는 소비자에게까지 그 속성이 이된다. 이때, 유명

인의 속성이 제품에, 그리고 소비자에게 이되는 과정

에서 가치가 추가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7].

나아가 사회에서 유명인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문화 권력’으로 자리 잡았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9]. 사람들이 TV 로그램에 등

장하는 유명인들을 찰하며 자신과 동일시하거나 롤 

모델로 삼아 그들의 행실을 모방하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10]. Miller & Dollard(1941)는 사회학습이론

(Social Learning Theory)을 기반으로 모방이 찰자와 

행 자 간에 이루어지는 학습의 형태라고 주장하 다. 

찰자는 행 자가 외 인 단서에 반응하는 방식을 살

피며, 행 자가 어떠한 행동을 수행함으로써 보상을 받

게 되면, 찰자는 행 자가 행한 행동을 따라 함으로

써 보상을 받을 것으로 기 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평소 동경하는 유명인들의 행동을 찰하

고, 그들의 행동을 따라한다. 그리고 그것의 보상으로 

자신이 유명인과 같이 아름답고 멋있어질 것이라는 보

상을 얻게 될 것이라 생각하여 그들의 행동을 모방하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2 유명인을 이용한 제품 애칭화 유형
애칭이란 본래의 이름과는 별도로 친근하고 다정하

게 부를 때 쓰는 이름으로, 제품 애칭화는 복잡하고 외

우기 어려운 제품의 정식 제품명과 모델명 신 친근한 

이름이나 특징을 한 단어로 압축해 제품 이미지를 변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이용한 애칭 마

(pet-name marketing)은 첫째, 제품에 유명인의 이름

을 붙인 애칭, 둘째, 제품명을 쉽게 만든 애칭, 셋째, 형

태, 색상과 같은 디자인을 반 한 애칭, 넷째, 특정 기능

을 반 한 애칭이 있다. 

본 연구는 유명인 보증인 효과를 애칭 마 의 경우

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 연구이기에 유명인의 이름을 붙

인 애칭에 한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 다.

그 다면 제품 애칭화는 구에 의해, 어떻게 일어나

는 것인가? 제품에 애칭화가 일어나는 상은 다음의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기업이 의도 으로 제

품 출시와 동시에 명명한 것이다. 둘째, 드라마나 고

에 등장하는 모델을 제품과 연결하거나, 유명인이 직  

소개하거나 사용하는 제품을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편

의에 따라 자발 으로 애칭화 하는 것이다[3].

본 연구는 애칭화가 일어나는 상을 통해 애칭화의 

유형을 나 고자 하 으며 동시에 제품 애칭의 효과 

한 알아보고자 하 다. 따라서 유명인으로 제품이 애칭

화 되지 않고 단순히 고 모델만 하는 경우 한 애칭

화 유형에 포함하여 ‘비애칭화’, ‘기업 의도에 의한 애칭

화’ 그리고 ‘구 에 의한 애칭화’로 제품 애칭화 유형을 

설정하 다. 

2. 지각된 가치(perceived value)
지각된 가치란 “소비자가 이미 제공받았거나 혹은 제

공되는 동안 지각에 근거하여 특정 제품에 한 효용을 

평가하는 것”[12]이며, 이때 형성되는 랜드에 한 가

치는 상 인 것으로, 특정 랜드나 제품 는 련

된 서비스를 경험하여 얻을 수 있는 편익과 비교하여 

소비한 액, 시간  기타 심리  비용의 차이에 한 

주 인 단이라고 할 수 있다[13].

기존 학자들이 정의한 지각된 가치의 개념을 보다 자

세히 살펴보면, Gale(1994)은 가치란 가격 비 제품의 

품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품질은 제품이 가진 모든 비가

격 인 속성들(제품, 고객서비스)을 포함하며 가격, 가

치, 품질은 모두 상 이라고 설명하 다. Steenkamp 

& Geyskens(2006)는 지각된 가치를 제품 사용으로 부

터 얻는 상호 , 상 , 그리고 선호 인 소비경험에서 

형성되는 가치로 정의하 다. Braithwaite(1998)는 소비

자의 가치에 한 평가가 소비자 개개인의 다양한 심리

 요소를 바탕으로 형성된다고 주장하며, 연구를 통해 

지각된 가치가 소비자들이 어떠한 것을 소비하 고, 무

엇을 제공받았는지에 한 소비자의 지각에 근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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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소비자들은 제품의 효용에 해 명확히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지각된 가치의 개념에 해 최근의 연구는 고

객이 소비를 경험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고려하여 

제품의 가치를 총체 으로 평가하는 다차원으로 구성

하여 살펴보고 있다. Sweeney & Soutar(2001)는 연구

를 통해 지각된 가치를 소비 과정에서 고객이 획득하는 

편익과 비용의 가치의 측면에서 ‘감정 ’, ‘사회 ’, ‘경

제 ’, 그리고 ‘성능/품질’의 네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

다. Holbrook(1996, 1999)은 지각된 가치의 차원을 소비 

체험이라는 동인에 의해 창출되는 것이라 주장하며, 이

를 인간이 가진 본질에 의해 ‘내재 ’, ‘외재 ’, ‘자기 지

향 ’, 그리고 ‘타인 지향 ’으로 분류하여 제시하 다. 

Sheth, Newman, & Gross(1991)는 지각된 가치를 ‘감정

’, ‘사회 ’, ‘기능 ’, ‘지 ’, ‘상황 ’ 가치의 다섯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기도 하 다.

나아가 제품, 랜드에 한 가치는 소비자들이 제품

이나 랜드를 구매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요한 요인

이 된다. Gale(1994)의 주장에 따라 소비자들은 기업이 

생산해내고,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제품의 가치를 지각

하고 그것을 인정하기에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박 희와 옥(2012)는 소셜 커머스의 고

객 소비가치 차원을 기능 , 감정 , , 정보 , 사

회  가치의 다섯 가지 차원으로 나눠 랜드 태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 기능 , , 사회  가

치가 랜드 태도에 향을 미치는 것을 밝 냈다. 주

선희와 구동모(2014)는 소비자의 지각된 가치를 감정

, 기능 , 사회 , 지  가치의 네 가지 차원으로 나

고 그에 따른 구매 의도를 살펴본 결과 모든 차원의 가

치가 구매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했다.

3. 제품 애칭화 유형에 따른 가치지각
통 인 마  방식에서는 기업들이 랜드 자산

을 형성함에 있어 기업이나 마 터의 리 하에 랜드 

아이덴티티를 창출하고, 고객들은 이를 단순히 수용하

는 구조를 가진다[4]. 한, 지 까지의 많은 기업들은 

랜드 아이덴티티를 창출하기 해 유명인을 이용한 

마  략을 많이 사용해왔다. 일반 으로 유명인을 

이용한 고는 소비자들에게 고모델이 고하는 제

품에 해 호의 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심어

주고, 이를 통해 소비자가 유명인에게 설득되어 제품을 

구매한다는 제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에서는 통 인 마  구

도에서 벗어나 소비자들이 소비과정에서 직  랜드 

아이덴티티를 변형하거나 만들어 내는 상이 주목받

고 있다[4]. 인터넷의 성장으로 인해 온라인상에서 이루

어지는 온라인 구 이 사회 내에서 향력 있는 커뮤니

이션 수단으로 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은 통매체에서 행하는 형 인 고보다 

뉴미디어를 통한 구 형태의 고를 더욱 신뢰하는 모

습을 보인다. 실제로 박재진(2011)은 그의 연구를 통해 

소비자들은 고 모델이 거액의 고료를 받고 모델 역

할을 한다는 상황을 제 로 인식하여 모델이 제품에 

해 실제로 호의 인 평가를 한다는, 즉 기본  귀인오

류를 더 이상 범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혔다. 한 닐슨

이 2015년 1분기에 한 조사 한 구 커뮤니 이션의 

향력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세계 60개국 3만 여명

(한국 응답자 507명 포함)의 소비자들을 상으로 진행

한 온라인 조사에 따르면,  세계  한국 소비자들은 

구  커뮤니 이션(Word of Mouth: WOM) 유형의 

고를 가장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NS 고, 모

바일 고 등 뉴미디어 고 한 신뢰하는 경향을 보

인다는 것을 발표했다[23].

이러한 논의를 통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애칭화 유형

에 따라 소비자들이 지각하는 제품에 한 가치의 정도

가 다를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애칭화 유형에 따라 소비자들이 제품에 한 가치를 지

각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 다.

4. 쾌락적 제품과 실용적 제품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속성은 쾌락 (hedonic)속성과 

실용 (utilitarian) 속성의 2가지 차원으로 나 어져 있

다. 쾌락  제품(hedonic products)은 쾌락 이고, 감각

인 즐거움이나 기쁨 는 재미를 느끼게 하며 반드시 

필수 이지는 않지만 사치스러운 속성의 제품을 의미

한다. 실용  제품(utilitarian products)은 실용 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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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이며 실무 인 과제 수행에 수단이 되는 기본

인 속성을 가진 제품을 의미한다[24][25].

Batra & Ahtola(1991)는 제품이 가진 쾌락 , 실용  

속성들이 소비자가 제품에 해 가지게 되는 평가와 태

도에 많은 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소비자

는 소비과정에서 제품이 가진 속성에 따라 제품 선택과 

평가를 하는데 있어 다른 측면의 기 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27]. 먼 , 실용  제품에 해서는 물리  속성

과 같이 구체 , 객 인 기 에 기반한 제품선택을 

요시 하게한다면 쾌락  제품은 제품이 제공하는 혜

택이나 이미지, 소비경험을 통한 느낌이나 환상 등 감

각 인 기 에 기반한 선택을 요시 하게 한다. 한 

실용  제품에 해서는 제품의 인지  측면을 강조하

며 평가를 하는 반면 쾌락  제품의 경우는 감각 이고 

경험 인 태도를 통해 평가하게 된다고 한다[28].

 

5. 소비자의 대인 영향력 민감성
Festinger(1954)가 제시한 사회비교이론(Social 

Comparison theory)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의 의견이 

옳은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이 

합리 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자 하는 동기

가 존재한다고 한다. 그 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람들은 

타인의 의견이 어떠한지 알고자 노력하게 되는데 이때, 

개인들은 주로 자신과 유사하다고 인지되는 사람들인 

‘ 거집단(reference group)’으로부터 정보를 얻는다

[30]. 이에 기반하여 김충 (1996)은 소비자는 ‘사회  

동물’로, 때로는 정보처리 과정에 기반을 둔 독립 , 이

성 인 의사결정 보다 사회 비교 인 정보 는 인의 

향력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서 ‘사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하며, 타인에 의해 자신의 의사결정

에 향을 받게 되는 소비자의 심리  기제를 인 향

력 민감성(susceptibility to interpersonal influence)으로 

설명하 다.

이러한 소비자의 인 향력 민감성을 기존 연구에

서는 하나의 변인으로 설정하여 살펴보았다. 이유재와 

유재미(2007)는 고객의 애칭명명 행동이 제품 선호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에서 인  향력 민감성의 

조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고객 애칭명명 여부에 

따라 인 향력 민감성이 높은 집단에서 구입의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다. 유재미(2010)는 랜

드 타켓 메시지에 한 비타켓 효과를 연구하는데 있어 

인 향력 민감성에 따른 조 효과를 살펴본 결과 

인 향력 민감성이 높은 집단에서 타겟 메시지에 따라 

일반인과 상류층이 랜드 태도에 한 평가가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Bearden, Netemeyer, & Teel(1989)에 따르면 거집

단이 개인들에게 사회 으로 향을 미치는 인에 

한 향력의 차원은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정보  향력(informational influence)은 

사회 향을 미치려는 사람으로부터 제공되는 것으로, 

설득자의 주장을 수용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향

이다[34]. 이는 사람들이 제품을 선택함에 있어 그에 

한 지식이나 정보를 지인을 통해서 얻고자 하려는 개인

의 심리를 의미한다[35]. 둘째, 규범  향(normative 

influence)은 사회  인정과, 수용 그리고 호감 욕구의 

충족에 근거를 두는 동조의 압력[34]으로 집단의 규범, 

가치, 기 에 부응고자 이를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35]. 이는 자신이 속한 집단이 가진 규범 는 기 에 

순응(compliance)하려 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집단으

로부터 보상을 얻기 해 는 처벌을 회피하기 해 

집단의 의견을 순응을 하게 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

다[31]. 이 듯 타인에 의한 향력의 형태가 규범  

향력인지 정보  향력인지에 따라서 연구결과가 다

르게 나타날 수 있다. Hoffmann & Broekhuizen(2009)

은 융 투자 상황에서 인 향력 민감성을 정보  

인 민감성, 규범  인 민감성을 나 어 그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 결과 규범  인 민감성이 높은 경우 

타인에 의해 설득되고, 그들의 기 에 부응하기 해 

투자 거래를 하려는 경향을 보 다. 반면, 정보  인 

민감성이 높은 경우 투자 거래에 한 타인의 의견을 

하더라도 그들이 가진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

하거나 잘못된 정보일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잘못된 

결정을 최소화하기 해 투자거래를 하지 않으려는 경

향을 보 다. 김하림과 조창환(2014)은 기업의 페이스

북 페이지에서 행해지는 고의 효과를 사회  거리감

을 통해 살펴본 연구에서 규범  인 민감성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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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정보  인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 낮은 사람들에 비해 메시지에 해 

더욱 정 인 태도를 형성하고, 높은 구 의도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연구 문제 및 연구 가설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 은 유명인을 이용한 제품 애칭화 유형

(비애칭화/기업 의도에 의한 애칭화/구 에 의한 애칭

화)에 따른 가치 지각 정도와, 가치 지각 정도에 따른 

소비자 반응( 랜드 태도, 구매의도)을 살펴보고자 하

다. 한  제품군(쾌락 /실용 )과 소비자의 심리  

기제(규범  인 민감성/정보 인민감성)의 조 효

과를 알아보고자 하 다. 이를 바탕으로 구성한 연구 

모형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2. 애칭화 유형에 따른 가치지각
지 까지 많은 기업들이 유명인을 이용한 고나 마

 략을 수행해왔으며, 이는 유명인의 이미지를 제

품이나 랜드에 투 하여 랜드 차별화를 가져오기 

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소비자는 유명인의 조언

을 신뢰하며, 유명인의 보증인 효과로 인해 그들이 사

용하거나 추천하는 제품에 해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

이다. 그러나 최근 하나의 상품군 안에서도 다양한 제

품과 랜드가 출시되는 환경 속에서 기업들의 기술력

은 거의 등한 상황이다. 그 기 때문에 통 인 

고나 마  방식으로는 소비자들에게 확실하게 차별

화된 랜드 가치를 달하는 것이 어려워진 것이 사실

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에게 통  유형의 

고보다 구 커뮤니 이션에 의한 정보가 더욱 신뢰성 

있게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명인을 이

용한 제품 애칭화의 유형에 따라 소비자들이 제품에 

한 가치를 지각하는 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상하

으며, 이를 알아보기 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

다. 

[가설 1] 유명인을 이용한 제품 애칭화 유형(비애칭

화/기업 의도에 의한 애칭화/구 에 의한 

애칭화)에 따른 지각된 가치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지각된 가치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는 유명인을 이용한 애칭화 유형을 세 가

지로 나 어 유형별 지각된 가치의 차이를 알아보며, 

이에 한 차이가 소비자의 반응에 어떠한 향을 미치

는지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때, 정보원으로서 유명인 

효과를 소비자의 지각된 가치의 에서 알아보고자 

하 으며, 제품에 한 소비자의 가치 지각 정도가 애

칭화 유형별로 달라지고 이는 소비자 반응에 향을 미

칠 것이라 가정하 다. 한 본 연구에서는 유명인을 

이용한 애칭화 유형에 따른 소비자 반응에 가치 지각의 

정도가 매개의 역할을 할 것이라 가정하 으며 이를 알

아보기 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연구문제 1] 유명인을 이용한 애칭화 유형(비애칭

화/기업 의도에 의한 애칭화/구 에 

의한 애칭화)이 소비자 반응에 주는  

향력 사이에 지각된 가치는 매개효

과로 작용하는가?

연구문제[1-1] 유명인을 이용한 애칭화 유형(비애칭

화/기업 의도에 의한 애칭화/구 에  

의한 애칭화)이 랜드 태도에 주는  

향력 사이에 지각된 가치는 매개효

과로 작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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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1-2] 유명인을 이용한 애칭화 유형(비애칭

화/기업 의도에 의한 애칭화/구 에 

의한 애칭화)이 구매 의도에 주는 

향력 사이에 지각된 가치는 매개효과

로 작용하는가?

4. 제품군에 따른 조절효과
고 모델로 유명인을 사용하는 이유는 정보원의 친

숙성, 유사성, 매력성에 근거하는데[6], 유명인이 가진 

이러한 속성들은 제품이 가지는 속성인 실용  속성과 

쾌락  속성 에서 쾌락  속성과도 연 시킬 수 있

다.나아가 소비자들은 실용  제품을 구매할 때 보다는 

쾌락  제품 구매할 때, 유명인이 가진 속성들이 더욱 

쾌락  제품이 주는 감각 인 속성에 부합 되어 유명인

이 가진 속성의 의미 이가 쾌락  제품에 더욱 효과

으로 이되고, 이에 소비자들은 쾌락  제품에 더욱 

가치를 부여할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실제로 박재 과 박정은(2009)은 인쇄 고에서 모델

의 유명도와 인종 일치도가 소비자태도에 미치는 향

에 해 알아본 결과 유명인을 이용해 제품을 고함에 

있어 쾌락  제품이 실용  제품보다 고태도, 상표태

도, 구매의도의 모든 측면에서 높은 고 효과를 알아

내기도 하 다. 이를 바탕으로 유명인을 이용한 마

은 제품군에 따라서도 다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단할 수 있다.

따라서 유명인을 통해 애칭화 된 유형에서도 제품군

에 따라 마  효과가 다를 것이라 상하 으며 이를 

규명하기 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2] 유명인을 이용한 제품 애칭화 유형(비애칭

화/기업의도에 의한 애칭화/구 에 의한 애

칭화)이 제품의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향

은 실용  제품군일 경우보다 쾌락  제품

군일 경우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다. 

5. 대인 영향력 민감성에 따른 조절효과
소비자는 사회  동물로, 때로는 사회 비교  정보나 

인  향력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인해 사회  의

사결정을 내리기도 한다[31]. 이러한 인  향력은 

정보  향력과, 규범  향력으로 구분 되는데[33], 

각각 향력의 특성에 따라 사람들은 상이한 의사결정 

행태를 보이게 된다[35].

특히나 유명인을 이용해 애칭화된 제품에서는 해당 

유명인 의견이 거집단의 의견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때 규범  향에 의한 인 민감성이 높은 사

람의 경우, 유명인을 이용해 애칭화 된 제품을 구매함

에 있어 해당 유명인의 의견을 거집단의 의견으로 인

식하여 해당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향을 보일 것이라고 

상할 수 있다. 반면 정보  향에 의한 민감성이 높

은 사람의 경우, 유명인을 통해 애칭화된 제품을 구매

함에 있어서 유명인으로 애칭화 된 제품이라는 정보를 

통해 해당 유명인의 의견을 거집단의 의견으로 인식

하지만, 단순히 유명인이 고하는 것을 보거나 는 

기업이 의도를 가지고 제품을 애칭화 한 제품을 할 

경우, 해당 유명인이 고료를 받고 해당 제품을 추천

하는 것인지, 실제 해당 제품에 한 보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인지에 해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며 그

것이 잘못된 정보일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구 에 의해 애칭화 된 제품을 하고, 

그것이 기업의 설득 의도 없이 유명인이 보증인의 역할

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각하게 되면 해당 유명인을 신

뢰할만한 정보원으로 인식하게 되고 해당 제품에 더욱 

가치를 부여하여 구매를 할 것이라고 상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  향력 민감성을 규범

 향에 의한 인 민감성과 정보  향에 의한 

인민감성으로 구분하여 그에 따른 조 효과를 알아보

고자 하 으며, 이를 알아보기 해 다음과 같은 가설

을 설정하 다.

[가설 3] 유명인을 이용한 제품 애칭화 유형(비애칭

화/기업의도에 의한 애칭화/구 에 의한 애

칭화)이 제품의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향

은 인 향력 민감성 수 (높음/낮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3-1] 유명인을 이용한 제품 애칭화 유형(비애

칭화/기업의도에 의한 애칭화/구 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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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칭화)이 제품의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향은 규범  인 민감성 수 (높음/낮음)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3-2] 유명인을 이용한 제품 애칭화 유형(비애

칭화/기업의도에 의한 애칭화/구 에 의한  

애칭화)이 제품의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향은 정보  인 민감성 수 (높음/낮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Ⅳ. 연구방법

1. 실험설계
본 연구의 목 은 유명인 보증효과를 제품이 애칭화

되는 상에 용하여 그에 따른 향력을 검토하는 것

이다. 이를 해 유명인을 이용한 제품 애칭화 유형을 

비애칭화, 기업 의도에 의한 애칭화, 구 에 의한 애칭

화로 설정하 으며, 애칭화 유형에 따른 소비자 반응을 

실증 으로 규명하고자 하 다. 한 지각된 가치의 매

개 효과와, 제품군(쾌락 /실용 )과 인 향력 민감

성(규범  인 민감성, 정보  인 민감성)에 따른 조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 다. 이를 알아보기 해 3(애

칭화 유형: 비애칭화/기업 의도에 의해 애칭화 된 것/구

에 의해 애칭화 된 것) x2(제품군: 쾌락  제품/실용

 제품)으로 요인 설계하 다. 애칭화 유형과 제품군

은 실험 자극물 제시를 한 조작변인이며, 인 향

력 민감성은 설문을 통한 측정변인이다. 따라서 본 연

구는 각 조작변인들의 향을 살펴보기 해 총 6개의 

실험 집단을 구성하 다.

2. 실험 자극물의 제작
본 연구에서는 ‘애칭화 유형(비애칭화/기업의도에 의

한 애칭화/구 에 의한 애칭화)’, ‘제품군(쾌락  제품/

실용  제품)'을 조작하여 최종 으로 6개의 자극물을 

제작하 으며(부록 참조), 자극물은 실제와 유사하게 

하기 해 인터넷 기사 형태로 퍼블리시티를 작성하

다.

2.1 제품군 및 유명인 선정
본 연구에 앞서 유명인과 제품군 선정을 한 사 조

사는 20~30  여성을 상으로 진행하 다. 유명인을 

이용한 애칭 마 의 황 악1을 통해 도출해 낸 12

가지 제품  쾌락  제품과, 실용  제품과 유명인을 

선정하기 해 두 번에 걸쳐 사 조사를 실시하 다. 

유명인과 제품선정을 한 1차 사 조사에서는 12가지 

제품별로 쾌락  제품과 실용  제품을 구별하기 해 

Dhar & Wertenbroch(2000)가 사용한 ‘이 제품은 나에

게 즐거움을 느끼게 한다’, ‘이 제품은 나에게 기쁨을 느

끼게 한다’, ‘이 제품이 없다면 나의 일상생활은 불편할 

것이다’. ‘이 제품은 실용 이다’의 4가지 항목을 리커트 

7  척도(1=  그 지 않다 ~ 7=매우 그 다)로 측정

하여 평균값을 분석하 다. 그 결과 실용  제품과 쾌

락  제품으로 각 속성별 평균이 가장 높은 제품으로 

백팩과 주얼리가 선정되었다. 한 이 두 제품이 각각

의 유형을 표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해서 t-test

를 실시한 결과 백팩의 경우 실용  가치(M = 4.24, SD 

= 1.72)가 쾌락  가치(M = 2.93, SD = 1.51)보다 높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t(39)=6.03, p < .001). 주얼리의 경우 쾌락

 가치(M = 5.08, SD = 1.70)가 실용  가치(M = 3.63, 

SD = 1.58)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39)=6.69, p < .001). 최종 으로 실용  제품으로는 

백팩을, 쾌락  제품으로는 주얼리를 선정하 다.

유명인 선정을 해서는 스포츠 선수, 연 인, 정치인 

등과 같이 주로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하여 “사회 으로 

인지도가 있는 인물들”[5] 이라는 개념  정의를 읽고 

떠오르는 여성 유명인 5명을 나열하도록 요구하 다. 

그 결과 ‘수지’와 ‘김연아’가 가장 많은 빈도의 응답률을 

보 다.

애칭 마 은 유명인의 특성이 제품에 투 되기에 

유명인과 제품의 합도(match-up; fit)가 높은 경우 애

칭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마  효과 한 높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품과 높은 수 의 합도를 

1. 재(2016년 4월 기 ) 시행되고 있는 유명인을 이용한 제품 애칭화 

황을 악하 고, 이를 통해 주로 애칭화된 제품군 12가지를 도출

하 다(김혜진, 2016, 석사학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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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유명인으로 선정하고자 하 다. 이를 해 2차 

사 조사를 실시 다. Till & Busler(2000)가 사용한 

‘유명인과 해당 제품의 조합은 어울린다’, ‘유명인과 해

당 제품의 조합은 계가 있다’, ‘유명인과 해당 제품의 

조합은 합하다’의 3가지 문항을  리커트 7 척도(1=

 그 지 않다 ～ 7=매우 그 다)로 측정 하 다. 

합도 조사 결과 ‘수지’가 주얼리와의 합도가 5.38 , 

백팩과의 합도가 4.19 으로 가장 높은 합도 수

를 보여 연구를 한 유명인으로 선정되었다.

2.2 실험 자극물 조작점검
본 조사의 자극물이 피험자들에게 연구자가 의도한

로 인식되는지 확인하기 해 조작 검을 실시하

다. 먼  애칭 유형(비애칭화/기업 의도에 의한 애칭화/

구 에 의한 애칭화)에 한 조작 검을 실시한 결과 

쾌락  제품군의 경우, 비애칭화와 기업의도에 의한 애

칭화의 경우 모든 응답자가 애칭화 유형에 해 제 로 

인지하고 있었고, 구 에 의한 애칭화의 경우 체 응

답자의 95%가 애칭화 유형에 해 제 로 인지하고 있

었다. 실용  제품군의 경우, 비애칭화는 체 응답자의 

95%가 애칭화 유형을 제 로 인지하고 있었고, 기업의

도에 의한 애칭화의 경우 모든 응답자가 애칭화 유형에 

해 제 로 인지하고 있었다. 한 구 에 의한 애칭

화의 경우 체 응답자의 90%가 애칭화 유형에 해 

제 로 인지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주얼리와, 백팩 제

품의 애칭화 유형 모두 제 로 조작되었음을 단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본 연구를 해 가상으로 제작한 랜드 

‘아모르(Amor)’의 인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든 응답

자들이 ‘아모르(Amor)'를 알지 못한다고 응답하 다. 

이를 통해 가상 랜드를 성공 으로 설정되었음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3. 연구대상과 자료수집
한국방송 고진흥공사의 2015 소비자행태조사보고

서에 따르면, 30  여성이 타 연령  비 고 향력

을 가장 많이 받고, 다음으로 20  여성이 높은 향을 

받는다고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성에 비해, 그리고 

타연령 에 비해 상 으로 고의 향을 많이 받는 

20～30  여성을 상으로 진행하고자 하 다. 

본 연구의 가설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한 방법으

로 온라인을 통한 실험 서베이를 진행하 다. 연구를 

한 자료 수집은 온라인 리서치 문기 에 탁하여 

진행하 으며, 해당 기 이 보유하고 있는20~30  여성 

패 을 상으로 6개의 집단에 나 어 설문이 진행되

었다. 수집된 300부의 설문 응답  실험 자극 조작에 

실패한 67명의 응답을 제외한 233부의 응답을 최종 분

석에 사용하 다.

4. 조작적 정의와 측정
본 연구를 한 주요 변인의 측정항목은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해당 연구에 맞게 구성하 으며 모든 항목은 

1  ‘ 그 지 않다’ 에서 7  ‘매우 그 다’까지의 범

를 갖는 7  리커트(Likert) 척도로 측정하 다.

조 변인으로 설정된 인 향력 민감성은 정보  

인 민감성과 규범  인 민감성의 두 가지 차원으로 

나뉜다. 본 연구에서는 Beareden et al.(1989)에 의해 개

발되고 김하림과 조창환(2014)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

을 통해 구성하 다.

매개변인으로 설정된 지각된 가치란 소비자가 특정 

랜드 제품 는 련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할 때 해

당 제품이나 서비스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가를 측

정하는 변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sweeney & Soutar 

(2001)와 Sheth, Newman, & Gross(1991)에 의해 개발

되고 주선희, 구동모(2014)의 연구에서 사용 된 문항을 

참고해 해당 연구에 맞게 수정하 다.

종속변인인 랜드태도는 제품에 해서 반 으로 

느끼는 호의 는 호감의 정도를 측정하는 변인이다. 

평가문항은 기존 선행연구들[41-43]에서 사용한 문항

을 본 연구에 맞게 5개 문항으로 수정하여 구성하 다. 

한 구매 의도는 미래에 해당 랜드를 구매할 가능성

의 정도를 측정하는 변인이다. 이는 소비자 구매 행동

의 결정요인으로서 구매행동을 수행하려는 의도[44]를 

측정하는 변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Kamins & Marks 

(1987)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

하여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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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측정 문항

브랜드 
태도

 나는 이 제품이 좋다.
 이 제품은 호감이 간다.
 이 제품은 마음에 든다.
 이 제품은 매력적이다.
 이 제품은 주목을 끈다.

구매 의도
 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
 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있다.
 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하고 싶다.

표 1. 종속변인 측정문항 

변인 측정 문항

정보적 
대인 
민감성

나는 제품이나 브랜드를 올바로 구매하기 위해 다른 사람
들이 사서 쓰는 물건들을 살펴보곤 한다.
나는 구매경험이 없는 제품을 살 때 친구들에게 그 제품에 
대해 물어보는 편이다.
나는 어떤 제품 중에서 최선의 것을 선택하기 위해 다른 사
람들에게 물어보곤 한다.
나는 어떤 제품을 사기 전에 친구나 가족에게서 종종 관련 
정보를 모은다.

규범적 
대인 
민감성

내가 사는 제품/브랜드를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중
요하다.
나는 물건을 살 때 다른 사람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되
는 브랜드를 구매하는 편이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사용하는 제품을 볼 수 있는 경우, 그 
사람들이 내가 살 것으로 기대하는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
하고자 한다.
나는 어떤 브랜드/제품이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지 
알고 싶다.
다른 사람들이 구입한 것과 같은 제품이나 브랜드를 살 때 
일종의 유대감을 느낀다.
누군가처럼 보이고 싶을 때는 그가 쓰는 것과 같은 브랜드
를 사곤 한다.
다른 사람들과 같은 제품이나 브랜드를 구매함으로써 나 
자신을 그들과 동일시하곤 한다.

표 2. 조절변인 측정문항 

변인 차원 측정문항

지
각
된 
가
치

감
정
적 

해당 제품은 내가 사용하고 싶어지도록 한다.
해당 제품을 내가 사용하면 편안함을 느낄 것이
다.
해당 제품은 나를 기분 좋게 할 것이다.
해당 제품은 나에게 즐거움을 줄 것이다.

경
제
적

해당 제품은 경제적이다.
해당 제품의 가격은 합리적이다.
해당 제품은 가격대비 좋은 제품이다.

사
회
적

해당 제품은 나에게 만족스러운 느낌을 줄 것이
다.
해당 제품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갖도
록 할 것이다.
해당 제품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사회
적 호감을 가질 것이다.

지
적

해당 제품은 내가 호기심을 가지게 한다.
해당 제품은 나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 할 것이
다.
해당 제품에 대해 알고 싶어진다.

표 3. 매개변인 측정문항

Ⅴ. 연구 결과

1. 애칭 유형에 따른 주효과 분석
가설 1의 결과를 알아보기 해 ANOVA분석을 사용

하 다. 결과는 [표 4]와 같다. 

연구 결과 지각된 가치에 있어서 애칭화 유형별 차이

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F(2, 230) = 9.80, p < .001). 

한 scheffe의 사후 검증(post-hoc test) 결과, 비애칭

화 집단(M = 3.36, SD = 0.87)과 기업에 의한 애칭화 집

단(M= 3.58, SD = 0.82)간에는 유의미한 평균차이가 없

었고, 비애칭화 집단 그리고, 기업 의도에 의한 애칭화 

집단과 구 에 의한 애칭화 집단(M = 3.97, SD = 0.91)

간에 유의미한 평균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따라서 가설 1은 지지되었다. 다시 말해, 유명인이 

제품의 고모델로 선정되거나, 기업이 임의 으로 제

품 애칭화를 실시하는 경우보다, 소비자들의 구 에 의

해 제품이 애칭화 된 경우에 소비자들이 제품에 해 보

다 정 인 가치를 형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
확률

사후검증
(Scheffe)

집단-간 14.11 2 7.06 9.80 .000
비애칭≈기업

애칭
<구전애칭

집단-내 165.67 230 0.72
합계 179.78 232

표 4. 애칭화 유형의 주효과: 지각된 가치

2. 지각된 가치의 매개효과 분석
지각된 가치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해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4단계 검증법을 사용하 다. 

먼 , 연구문제 1-1을 검증한 계  회귀분석 결과

는 [표 5]와 같다. 1단계 모형에서는 유명인을 이용한 

제품 애칭화 유형이 랜드 태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β = .24, p < .001). 2단계 모형에서는 유명

인을 이용한 제품 애칭화 유형이 제품에 한 지각된 

가치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

며(β = .28, p < .001), 3단계 모형을 통해 지각된 가치

가 랜드 태도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 다. 마지막 4

단계 모형을 살펴보면, 매개변수인 ‘지각된 가치’를 통

제했을 때, 독립변수 ‘애칭화 유형’이 랜드 태도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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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향은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β = 

0.01, p > .05), ‘애칭화 유형’을 통제하 을 때, ‘지각된 

가치’는 랜드 태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1.06, p < .001). 이는 제품에 한 지각된 

가치가 유명인을 이용한 애칭화 유형에 따른 랜드 태

도 사이에서 완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특히 1단계 모형의 설명력이 5%인 것에 비해 

지각된 가치의 매개효과를 가정한 4단계 모형의 설명

력이 71%에 이르 다. 

추가 으로 매개효과의 통계  유의성을 검증하기 

해 소벨 검증(Sobel-Test, 1982)을 실시한 결과 유명

인을 이용한 제품 애칭화 유형(z = 4.33, p < .001)이 

랜드 태도에 미치는 향력 정도가 지각된 가치의 향

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연구문제 1-2를 검증한 계  회귀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1단계 모형을 통해, 유명인을 이

용한 제품 애칭화 유형이 구매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

을 확인하 으며(β = .30, p < .01), 2단계 모형에서는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유명인을 이용한 제품 애칭화 

유형이 제품에 한 지각된 가치에 유의미한 향을 미

치는 것을 확인하 다(β = .28, p < .001). 3단계 모형에

서는 지각된 가치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

다. 마지막 4단계 모형을 통해 살펴보면, 매개변인인 

‘지각된 가치’를 통제했을 때, 독립변수 ‘애칭화 유형’이 

구매 의도에 미치는 향은 유의미 하지 않은 것(β = 

-0.03, p > .05)으로 나타난 반면, ‘애칭화 유형’을 통제

하 을 때, ‘지각된 가치’는 구매의도에 유의미한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1.14, p < .001). 이는 

제품에 한 지각된 가치가 유명인을 이용한 애칭화 유

형에 따른 구매의도 사이에서 완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한 구매의도에 한 매개효

과 검증 결과 1단계 모형의 설명력이 3%에 그친 반면 

지각된 가치의 매개효과를 가정한 4단계 모형의 설명

력은 57%에 이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벨 검증(Sobel-Test, 1982) 결과 유명인을 이용한 

제품 애칭화 유형(z = 4.27, p < .001)이 구매의도에 미

치는 향력의 정도는 지각된 가치의 향을 받는 것으

로 나타났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연구문제 1을 검증한 결과 애칭

화 유형과 소비자 반응 사이에 있어서 제품에 한 지

각된 가치는 완 매개의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하 다. 

즉, 애칭화 유형에 따라 소비자가 제품에 해 지각하

는 가치의 정도에 차이가 있으며, 나아가 제품에 한 

가치 지각의 정도가 높을수록  정 인 소비자 반응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 기에, 지각된 가치는 애칭화 유형

과 소비자 반응 사이에 요한 매개 역할을 한다고 설

명할 수 있다.

단계  계 B SE β t

1단계
애칭유형 → 
브랜드 태도 0.34 0.09 0.24 16.24***
F(1, 231) = 14.32, p < .001, R2 = 0.06, 수정R2 = 0.05

2단계
애칭유형 → 
지각된 가치 0.30 0.07 0.28 4.38***
F(1, 231) = 19.17, p < .001, R2 = 0.08, 수정R2 = 0.07

3단계
지각된 가치 → 
브랜드 태도 1.07 0.04 0.85 24.01***
F(1, 231) = 576.63, p < .001, R2 = 0.71, 수정R2 = 0.71

4단계

애칭 유형 →
 브랜드 태도 0.01 0.05 0.01 0.23
지각된 가치 →
 브랜드 태도 1.06 0.05 0.84 22.96***
F(2, 230) = 287.16, p < .001, R2 = 0.71, 수정R2 = 0.71

*** p<.001

표 5. 지각된 가치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브랜드 태도

단계  계 B SE β t

1단계
애칭유형 → 
구매의도 0.30 0.11 0.19 2.86**
F(1, 231) = 8.19, p < .01, R2 = 0.03, 수정R2 = 0.03

2단계
애칭유형 → 
지각된 가치 0.30 0.07 0.28 4.38***
F(1, 231) = 19.17, p < .001, R2 = 0.08, 수정R2 = 0.07

3단계
지각된 가치 
→ 구매의도 1.13 0.06 0.76 17.73***
F(1, 231) = 314.93, p < .001, R2 = 0.58, 수정R2 = 
0.58

4단계

애칭 유형 → 
구매의도 -0.05 0.07 -0.03 -0.61
지각된 가치 
→ 구매의도 1.14 0.07 0.77 17.18***
F(2, 230) = 156.96, p < .001, R2 = 0.57, 수정R2 = 
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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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지각된 가치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구매의도

3. 제품군에 따른 조절효과 분석
가설 2를 분석하기 해 ANOVA 분석을 실시하

다. [표 7]을 통해 살펴본 결과, 애칭화 유형(F(2,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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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8, p < .001)만이 지각된 가치에 유의미한 향력

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애칭화 유형과 제품군

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F(2, 227) = 0.13, p > .05)는 유

의미 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애칭화 

유형별 지각된 가치에 한 제품군의 조 효과는 나타

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따라서 가설 2는 기각되

었다.

제Ⅲ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
곱

F
유의
확률

부부
에타자
승

애칭화 유형 14.17 2 7.08 9.78 .000 .08
제품군 1.13 1 1.13 1.56 .214 .01

애칭화 유형 
x 

제품군
0.19 2 0.96 0.13 .876 .00

오차 164.39 227 .72
합계 3245.94 233

표 7. 애칭화 유형별 제품군에 따른 조절효과 :　지각된 가치 

4. 대인 영향력 민감성에 의한 조절효과 분석
가설 3(가설 3-1, 가설 3-2)를 살펴보기 해 

ANOVA분석을 사용하 다. [표 8]을 통해 살펴보면, 

애칭화 유형(F(2, 227) = 10.15, p < .001)과 규범  인 

민감성(F(1, 227) = 15.60, p < .001)이 지각된 가치에 유

의미한 향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애칭화 

유형과 규범  인 민감성에 한 상호작용 효과(F(2, 

227) = 1.45, p > .05)는 유의미 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애칭화 유형별 지각된 가치에 한 규범  

인 민감성의 조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따라서 가설 4-1은 기각되었다.

한 [표 9]를 통해 살펴본 결과, 애칭화 유형(F(2, 

227) = 10.48, p < .001)이 지각된 가치에 유의미한 향

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애칭화 유형과 정

보  인 민감성에 한 상호작용 효과(F(2, 227) = 

5.45, p < .01)가 유의미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애칭

화 유형별 지각된 가치에 한 정보  인 민감성의 

조 효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구 에 의한 애칭화의 경

우 두 집단 모두 지각된 가치의 평균이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지만, 정보  인 민감성이 낮은 집단의 경

우 애칭화 유형에 따른 지각된 가치의 큰 차이가 없었

다(M비애칭 = 3.51, M기업애칭 = 3.44, M구 애칭 = 3.71). 반면

에 정보  인 민감성이 높은 집단의 경우 애칭 유형

에 따라 지각된 가치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M비애칭 = 3.16, M기업애칭 = 3.76, M구 애칭 = 

4.21). 이를 통해 애칭 유형에 따른 지각된 가치에 한 

정보  인 민감성의 조 효과는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설 4-2는 채택되었다.

제Ⅲ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
확률

부부
에타자
승

애칭화 
유형 13.71 2 6.86 10.15 .000 .15

규범적 
대인 
민감성

10.54 1 10.54 15.60 .000 .95

애칭화 
유형 x 
규범적 
대인 
민감성

0.19 2 0.98 1.45 .236 .01

오차 153.35 227 .68
합계 3245.94 233

표 8. 애칭화 유형별 규범적 대인 민감성에 따른 조절효과 :　
지각된 가치 

제Ⅲ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
곱

F
유의
확률

부부
에타자
승

애칭화 
유형 14.48 2 7.24 10.48 .000 .09

정보적 
대인 
민감성

1.35 1 1.35 1.95 .164 .01

애칭화 
유형 x 
정보적 
대인 
민감성

7.53 2 3.77 5.45 .005 .05

오차 156.80 227 .69
합계 3245.94 233

표 9. 애칭화 유형별 정보적 대인 민감성에 따른 조절효과 :　
지각된 가치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 Vol. 17 No. 1544

그림 2. 애칭 유형과 정보적 대인 민감성에 따른 지각된 가치

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유명인을 이용한 애칭화 유

형에 따라 제품에 한 지각된 가치의 정도가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 다. 보다 구체 으로 소비자들은 유

명인이 단순히 고모델을 하거나, 기업이 의도를 가지

고 제품을 애칭화 하는 통  마  방식의 제품을 

했을 때 보다 구 에 의해 소비자가 애칭화 한 유형

의 제품을 할 때, 그에 해서 더욱 정 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 다. 둘째, 유명인을 이용한 제품 

애칭화 유형이 지각된 가치를 매개로 소비자 반응에 

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지각된 가치는 제품 애칭

화 유형과 소비자 반응 사이에서 완  매개 역할을 하

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Gale(1994)이 주장한 로 

소비자들은 기업이 생산해 낸 제품들에 있어 특정 제품

에 해 가치를 지각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해당 제품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소비자들은 제품을 소비하는데 

있어 가치 지향 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결과

이다. 마지막으로, 조 효과에 있어 우선 제품군에 따른 

조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한 인 향력 민감성 

수 에 따른 조 효과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규범  

인 민감성 수 에 따른 조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고, 

정보  인 민감성 수 에 따른 조 효과는 발견되었

다. 보다 구체 으로 규범  인 민감성의 경우 애칭

화 유형과 규범  인민감성 수  모두 지각된 가치에 

유의미한 향력을 미쳤지만, 두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

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규범  인 민감성이 높

은 사람들의 경우 유명인을 이용한 마 의 향을 받

는데 있어 유명인 자체만으로도 설득효과가 있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한 정보  인 민감성의 경우 그 

수 이 낮을 때, 애칭화 유형에 따른 지각된 가치의 정

도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그 수 이 높은 경우 

애칭화 유형에 따른 지각된 가치가 구 에 의한 애칭

화,  비애칭화, 기업 의도에 의한 애칭화 순으로 지각된 

가치의 정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 으

로 정보  인 민감성의 수 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 

단순히 유명인이 고모델을 하거나, 기업이 의도 으

로 유명인을 이용해 애칭을 붙이는 통  방식의 마

 방식에서는 기본  귀인 오류를 범하지 않았다. 나

아가 그들은 실제로 유명인이 제품에 한 호의 인 태

도를 취하고 있다는 기질  귀인을 할 수 있는 단서에 

집 하는 모습을 보 고, 그것이 구 에 의해 알려졌다

는 것을 인지했을 때, 거집단의 주된 의견으로 여기

고 정보원을 신뢰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이론 , 실무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유명인 보증인 효과를 살펴보기 해 유

명인을 이용한 제품 애칭화 상에 주목하여 랜드 아

이덴티티 창출 과정의 범 를 확장 하 다[4]. 특히나 

기업이 자신들만의 랜드 아이텐티티를 창출해 내는 

데 가장 효과 인 커뮤니 이션 방법이 무엇인가에 

한 심이 상당히 높아진 지 , 본 연구에서는 애칭화 

유형을 랜드 아이덴티티를 만들어 내는 주체에 따라 

구분하 고, 이를 통해 효과 인 랜드 커뮤니 이션 

방법을 알아보고자 하 다. 연구결과는 소비자들이 

통  방식의 랜드 아이덴티티 창출 방식보다는 구  

형태로 소비자가 스스로 랜드 아이덴티티를 창출 한 

것을 인지했을 때 제품에 한 가치를 더욱 높게 지각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기업이 랜드 아이덴티티

를 리함에 있어 소비자들의 참여가 요하다는 것을 

실증 으로 검증한 결과로, 랜드 아이덴티티를 창출

해내는 데에 소비자들의 능동  참여를 이끌어 내는 방

법의 모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는 유명

인 보증인 효과를 소비자 지각의 차원에서 검증하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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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인 보증인이 가진 향력의 의미를 확장하 다는 데

에도 의의를 지닌다. 기존 유명인 보증인 효과를 보고

자 한 연구에서는 유명인과 비유명인의 차이 는 유명

인의 속성을 바탕으로 유명인 보증인 효과에 을 맞

춰왔다면, 본 연구는 고의 수용자인 소비자의 에

서, 소비자가 유명인 모델을 이용한 고를 어떻게 지

각하는지에 주목하여 그에 따른 효과를 규명하 다. 연

구 결과는 유명인을 이용한 애칭화 유형에 따른 소비자

의 지각된 가치 정도를 확인하 을 뿐만 아니라 지각된 

가치가 애칭화 유형과 소비자 반응 사이에 있어서 완  

매개의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하 다. 셋째, 유명인을 

이용한 제품 애칭화 유형이 가치 지각에 미치는 향을 

인 향력 민감성에 따른 조 효과와 함께 확인했다

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인 향력 민감성을 

규범  인 민감성과, 정보  인 민감성으로 나 고 

각 수 에 따른 조 효과를 확인 하 다. 이때, 규범  

인 민감성과, 정보  인민감성의 수 에 따른 조

효과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소비자들이 유명인을 보증인으로 받아들이

고, 제품에 한 가치를 부여함에 있어서 그들이 가진 

심리  기제에 따라 다르게 작용된다는 것을 밝히고, 

어떠한 심리  기제에 의해 유명인을 보증인으로 받아

들이는가를 확인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향후 마

터들에게 애칭 마 을 시행함에 있어 마  커뮤

니 이션 략을 세우는 데 실질 인 도움을  수 있

을 것이라 기 한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 , 실무  함의를 지님에도 불구

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연구를 해 제작된 실험 자극물을 

통한 결과라는 에 있어 한계 을 지닌다. 제시된 자

극물의 경우 퍼블리시티를 제작하여 실제 인터넷 기사 

형태로 구성했지만, 실제로 유명인을 이용해 애칭화 된 

제품에 해 기업이 퍼블리시티를 작성할 때, 입소문에 

의한 것인지, 기업이 직  애칭화 한 것인지에 한 정

보를 명확히 제공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러나 본 연

구에서는 애칭화 유형을 명확히 하기 해서 그와 련

된 문구를 사용하여 피험자들의 인지를 조작하 다. 이

는 실성을 떨어트리는 것이 될 수 있으며 동시에 연

구의 외  타당도를 떨어트릴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를 

한 자극물을 작성에 있어 애칭화 유형에 한 정보뿐

만 아니라 피험자들이 상황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하기

한 추가 인 문구의 사용으로 인해 실험의 타당성이 

해되었을 수 있다. 이러한 추가 인 문구의 사용은 

피험자들이 실험을 한 조건을 이해하고 명확히 인지

하는데 도움을 주었을 수는 있으나, 이는 실험의 내  

타당도를 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되었을 수 있다는 한

계 을 지닌다. 향후 연구에서는 명확한 상황을 제시하

면서도, 실험 내  타당도를 해하지 않을 수 있는 자

극물 구성에 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가상의 랜드를 통해 실험을 진행하 다는 

에 있어 한계를 가진다. 사  랜드 태도를 통제하

기 해 가상의 랜드를 제작하여 사용하 고 이는 외

 타당도를 결여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잘 알려진 랜드를 통해서 실험을 진

행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에 한 확인을 할 필

요가 있다. 넷째, 제품군에 있어서 사  조사를 통해 쾌

락  제품으로는 주얼리로, 실용  제품으로는 백팩을 

선정하여 진행하 는데, 이는 각 제품이 쾌락 , 실용  

속성을 가진 상품임에는 분명하지만, 각각 하나의 제품

으로 쾌락  제품과 실용  제품 유형을 모두 아우르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한 제품군이 여, 고 여 

제품인지 는 경험재, 탐색재인지 등에 따라서도 다른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

양한 제품을 통해서도 실험 연구결과가 일 된 결과가 

나오는지, 는 어떤 제품군이 유명인을 이용한 애칭화

가 더욱 효율 일 것인지에 한 고려가 필요하다. 다

섯째, 지각된 가치의 변인을 구성함에 있어 4가지(감정

, 경제 , 사회 , 지  가치) 차원을 이용해 변인을 

구성하 지만, 4가지 차원별로 모두 같은 방향성의 유

의미한 결과 값을 나타냈고, 각 차원들 사이의 차이 

한 나타나지 않았기에 연구의 편의상 단일 변인으로 지

각된 가치를 분석하 다. 그로 인해 지각된 가치를 구

성하고 있는 각 차원에 따른 상 인 향력의 크기

와, 구체  해석을 하지 못한 이 본 연구의 한계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지각된 가치의 차원을 나 고 그에 따

른 상  향력의 차이와, 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 Vol. 17 No. 1546

지막으로, 기존 정보원과 련된 연구에 따르면 정보원

이 가진 속성(신뢰성, 매력성, 유사성 등)에 따라 설득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에 

한 변인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데에 한계를 가진다. 향

후 연구에서는 정보원의 설득효과를 검증함에 있어, 정

보원이 가진 속성에 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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