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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how consumer global-mindedness affects global fashion 
out-of-home (OOH) advertising which global consumer culture positioning applies, and to exam-
ine the relations among global fashion brand OOH advertising, perceived fashion brand global-
ness, perceived quality and brand reputation. Data were collected from 238 general people in 
20~30s in seoul and were analyzed by using statistic methods such as frequency analysis, reli-
ability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structural d modelling by running both SPSS 18.0 
and AMOS 7.0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of all, it indicated that 
the fit indexes were satisfied and the overall model of this study showed a favorable goodness of 
it from the results of confirmatory analysis. Secondly, consumer global-mindedness had a positive 
impact on preference towards global fashion OOH advertising. Finally, preference towards global 
fashion brand OOH advertising positively affected perceived fashion brand globalness, perceived 
quality and fashion brand reputation. The results implies that it is necessary that fashion brands 
fully understand consumers’ tendency and the benefits of marketing can be maximized through 
global positioning OOH advertising on subways which makes consumers recognize fashion brands 
as global 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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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전통적 미디어와 뉴 미디어가 복합적으로 사용

되는 다매체 시대가 도래되면서 소비자들은 많은

양의 광고에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

소와 관계없이 소비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광고 전략의 일환으로 세계적으로 옥

외 광고(out-of home advertising)가 증가하고 있

다(Roux, Waldt, & Ehlers, 2013). 옥외 광고는

브랜드 인지도를 증가시키고 호의적인 브랜드 이

미지를 형성하며 브랜드 리포지셔닝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Board works, 2015).

특히 패션 시장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면서 많

은 패션 브랜드들이 옥외 광고를 시행하고 있는

데, H&M, ZARA, SPAO 등 국내외 유명 SPA

브랜드들이 외관의 파사드 활용을 최대화 하고 사

인물들은 작고 심플하게 연출하면서 소비자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Lee, 2014). 해외에서도 GUCCI,

Calvin Klein과 같은 글로벌 브랜드들이 다양한

형태의 옥외 광고를 시행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시

선을 끌고, 옥외 광고 시장 자체가 크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관심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있다(Matrix

media service, 2013). 이렇게 여러 기업이 옥외

광고를 주목하면서 최근 국내 학계에서는 옥외 광

고의 매체 효과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Gong & Ko, 2015; Park & Jun, 2013; Yeom,

2012), 패션 분야에서는 이에 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의 경계가 사라지는 글

로벌한 상황에서 ‘GUCCI’, ‘LVMH’, ‘Ralph Lauren’

등 유명 패션 업체들은 수천 개의 매장 건물의 내

ㆍ외관 모두 동일하게 조성하여 브랜드의 통일된

이미지를 형성하고 세계 모든 소비자들을 대상으

로 광고 활동을 펼치며 동일한 제품을 어느 매장

에서든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

들은 패션 브랜드의 표준화된 글로벌 마케팅 전략

을 통해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된다(McDowell, 2004). 또한 소비

자들은 브랜드의 글로벌성을 인식함으로써 그 브

랜드 및 제품을 선호하게 되고(Steenkamp, Batra,

& Alden, 2003), 나아가고 품질의 제품을 판매할

것이라는 인식과 함께 가치와 명성이 높은 브랜드

로 간주하게 된다(Cheon & Jun, 2012; Jung &

Kim, 2004). 이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에 대한 인

식은 글로벌한 환경에서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

는데 개방적이며 그 문화에 적응하고자 하는 글로

벌 마인드(world-mindedness)의 영향을 받으며,

글로벌 소비자 문화 포지셔닝의 광고에 대해 더

적극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Alden, Steen-

kamp, & Batra, 1999).

실제로 지금까지 글로벌 마인드를 글로벌 소비

자 문화 포지셔닝의 광고와 연관시킨 연구도 진행

되었으며(Nijssen & Douglas, 2011; Westjohn, Singh,

& Magnusson, 2012), 글로벌 소비자 문화 포지셔

닝의 광고가 브랜드의 글로벌성에 영향을 미치고

(Akaka & Alden, 2010; Cheon & Jun, 2012),

글로벌 소비자 문화 포지셔닝의 광고를 통해 소비

자들은 브랜드의 전반적인 품질과 명성을 높게 인

식한다는 것이 여러 선행 연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Deng, Russell, Lamb, Jiang, & Zhou, 2004;

Lee & Kim, 2011; Cheon & Jun, 2012). 그러나

글로벌화가 가장 많이 진행되는 패션 브랜드들의

옥외 광고를 대상으로 소비자들의 글로벌 마인드

와 광고 유형들을 함께 고려한 연구는 매우 제한

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비자의 글로벌 마인

드가 글로벌 소비자 문화 포지셔닝을 적용한 글로

벌 패션 브랜드의 옥외 광고에 대한 호의도에 어

떤 영향을 주고, 지각된 패션 브랜드의 글로벌성

과 지각된 품질, 브랜드 명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가를 통합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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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소비자의 글로벌 마인드
글로벌 브랜드는 특정 지역이나 나라에 국한되

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같은 브랜드 명으로 동등

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며(Levitt, 1983), 소비자

들에게 호의적인 평가를 받 고 여러 나라에서 판

매되는 브랜드이다(Steenkamp, Batra, & Alden,

2003). 또한 소비자들은 글로벌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자신이 전 세계의 한 일원이 되며

글로벌 소비자 문화 속 한 구성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Alden et al., 1999). 이러한

시장의 현황과 소비자들의 경향과 관련된 개념으

로 소비자의 글로벌 마인드가 있다.

글로벌 마인드는 타 문화의 사고, 관습 및 제품

들을 받아들이는 개념의 문화적 개방성과 타 국가

에서 체류할 때 그 지역의 관습 및 습성에 적응하

는 개념의 문화적 적응성을 나타내는 사람들의 마

음 상태로 정의된다(Hannerz, 1990). 글로벌 마인

드의 소비자는 일반 소비자보다 타 문화의 제품

사용을 더 많이 시도하려고 하며 여러 나라의 제

품이나 브랜드에 대해 개방적인 특성을 갖는다

(Nijssen & Douglas, 2008). 또한 브랜드의 글로

벌 소비자 문화 포지셔닝(global consumer culture

positioning; 이하 GCCP)의 전략에 대해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

다(Alden et al., 1999). 따라서 글로벌 마인드의

소비자들이 글로벌 소비자 문화 포지셔닝을 적용

한 브랜드 광고에 대해 호의적으로 반응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글로벌 마인드가 GCCP

의 광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알아 본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Nijssen & Douglas(2011)은 네덜란

드인들을 대상으로 소비자의 글로벌 마인드가

GCCP의 광고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해 알아본 결과, 소비자의 글로벌 마인드

는 GCCP의 광고에 대한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Westjohn, Singh,

& Magnusson(2012)은 미국 중서부 소재 3개의

대학교의 비즈니스를 배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비자 성격의 특성으로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글

로벌 정체성화, GCCP 광고에 대한 태도 간에 유

의한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2. 글로벌 패션 브랜드의 옥외 광고
1) 옥외 광고의 개념 및 특성

최근 소비자의 야외 활동 증가, 소비자의 다 매

체 소비 성향,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으로 인한

DOOH(digital out-of-home)의 활성화 등으로 인

해 옥외 광고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광고

계 동향, 2013). 이에 따라 국ㆍ내외의 학계 및 광

고업계에서는 옥외 광고의 ‘옥외’를 단순한 ‘실외'

의 개념이 아닌 보편적 의미의 ‘가정 이외(out of

home)'라는 광의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OAAA(Outdoor Adver-

tising Association of America)는 옥외 광고란 일

정한 규격과 디자인 그리고 광고판의 구성에 부합

된 것으로 소비자들이 집 밖에서 접할 수 있는 모

든 형태의 매체이며 ‘Out-Of-Home(OOH) 미디어

'라고 규정하고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Seo (2001)

도 옥외 광고를 가정 밖의 오프라인 상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소비자들에게 시각적 메

시지를 전달하는 광고 매체로 정의하였다.

광고 효과 측면에서 보면 옥외 광고는 단순히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서 벗어나 표적 소비자

층과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수행하는

매체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옥외 광고는 일정한

장소에서 장시간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동일한 메

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브랜드 구축

이나 구매 계획이 없었던 소비자들에게도 충동구

매를 촉진시킬 수 있는 강력한 마케팅 수단 중 하

나이다(Choi, 2013). 이러한 옥외 광고의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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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는 실증적인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Han

(2005)은 제품 관여도와 성별에 따라 옥외 광고의

효과가 광고 태도, 상표 태도, 구매의도 및 상표명

회상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광고 태도와 상표 태도에는 제품 관여도가

높고 낮음에 따라 그리고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

이가 있다는 것을 확 인하였다.

또한 Bang(2008)의 연구에서는 패션 브랜드들

이 옥외 광고를 하나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도구

로 간주하고 세분화된 소비자 시장을 대상으로 다

양한 옥외 매체를 활용하고 있음을 주목하였다. 이

에 따라 소비자 특성인 의복 쇼핑 성향, 옥외 광고

유형, 옥외 광고 설치 위치, 그리고 노출 상황으로

구분하여 이들이 옥외 광고 커뮤니케이션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 소비자들의 의복쇼핑성향은 옥외 광고

커뮤니케이션의 인지도, 이해도, 주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행추구성향은 인

지도와 이해도에 영향을 주었다. 위의 두 연구를

제외하고는 패션 업계의 옥외 광고 활용 빈도에 비

해 옥외 광고에 대한 실증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 글로벌 패션 브랜드와 옥외 광고 효과

글로벌 소비자 문화가 등장하면서 함께 도입된

브랜드의 포지셔닝 전략을 글로벌 소비자 문화 포

지셔닝이(GCCP)라고 하는데 이는 글로벌 문화의

한 상징으로써 브랜드를 인식시키는 전략으로 정

의할 수 있다(Alden, Steenkamp, & Batra, 1999).

또한 이것은 언어, 미적 형석 및 이야기 주제 등

과 같은 글로벌하게 공유되는 신호들을 나타내고

문화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국제 광고

의 마케팅적 전략이다(Akaka & Alden, 2010).

GCCP는 실제로 글로벌 브랜드의 효과적인 마케

팅 커뮤니케이션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네슬레(Nestle)경우 ‘전 세계인이 마

시는 커피’라는 광고 주제를 통해 성공 적인 글로

벌 포지셔닝을 하였으며, 의류 브랜드인 베네통

(Benetton)도 ‘United Colors of Benetton'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서 인종과 나라 상관없이 세계의

모든 소비자들이 즐겨 입는 옷이라는 보편성의 메

시지를 전달한 성공적인 사례가 있다(Alden et

al., 1999). 다시 말해 GCCP는 다른 국가와 문화

에 걸쳐 유사한 의미를 전달하는 기업의 노력이며

소비자들에게 글로벌한 브랜드로 인식시키는 하나

의 전략이다. 이를 통해 형성되는 브랜드의 글로

벌성은 기업의 관점에만 기반을 둔 개념이 아닌

기업의 포지셔닝과 소비자의 인식이 서로 교차하

고 또 공동으로 브랜드와 연관되는 의미에 영향을

주는 개념이다.

GCCP의 효과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들을 살펴

보면, Deng et al.(2004)은 중국 소비자들을 대상

으로 하여 GCCP에 의해 제품이 더 세련되어 보

이고 고품질로 인식된다고 하였으며, GCCP의 광

고 이미지는 광고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즉 GCCP를 적용한 광

고를 통해 소비자들은 제품에 대한 품질을 긍정적

으로 인식하고 광고에 대해 호의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Lee & Kim(2011)은 한국 소비자들을 대

상으로 GCCP가 제품 평가와 TV광고에 대한 태

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광고에

서 GCCP를 활용할수록 소비자들이 지각하는 제

품의 품질과 가격, 브랜드 명성은 모두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수도권 소재의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GCCP의 광고가 브랜드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가를 실험한 Cheon & Jun (2012)의 연구에서

는 가상 브랜드의 빌보드 광고 형식으로 한국 실

험 영상물(통제집단에게 제시)과 미국 실험 영상

물(실험집단에게 제시)을 한 편씩 제작하여 실험

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국제 광고를 통한 브랜드

의 GCCP 전략은 소비자들의 브랜드 글로벌성을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지각된 품

질, 브랜드 명성 및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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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Lee & Jun (2014)은

GCCP와 LCCP를 적용한 2개의 PPL을 삽입한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실증 연구를 진행한 결

과, GCCP 전략을 적용한 PPL 이 소비자의 구매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였다.

3. 패션 브랜드 평가
소비자들의 글로벌 패션 브랜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은

소비자의 브랜드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

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브랜드 평가의 구성 요인에 대해서

는 학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의 관점에서 브랜드를 평가하고 것에 초점을 맞추

고 구성 요인으로 지각된 브랜드의 글로벌성, 지각

된 품질 그리고 브랜드 명성을 포함하였다.

1) 지각된 패션 브랜드의 글로벌성

지각된 브랜드의 글로벌성은 소비자 관점에서

브랜드가 다수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것에 대

한 인식의 정도이며(Steenkamp et al,. 2003,

Akaka & Alden, 2010), 소비자가 지각하는 브랜

드가 얼마나 글로벌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브랜드

인가를 판단하는 척도가 된다(Kim & Choi, 2006).

소비자들에게 글로벌하게 인식되는 브랜드는 일반

적으로 글로벌한 이미지 때문에 브랜드의 품질과

가치가 우수한 브랜드로 여겨진다(Punya- toya,

2013).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글로벌하다고 인식

되는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자신의 신분

을 상승시켰다고 생각하게 된다(Cheon & Jun,

2012; Friedman, 1990).

또한 지각된 브랜드의 글로벌성은 브랜드에 대

한 소비자들의 판단이나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

에(Akaka & Aledn, 2010), 브랜드의 글로벌성은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 되어

매출을 상승시키고 브랜드 자산 및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Kapferer, 1997). 한마디로 글로벌

화된 시장의 치열한 경쟁 상황 속에서 소비자가

브랜드의 글로벌성을 인식하는 것은 기업 및 브랜

드의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매우 중

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지각된 브랜드의 글로벌성에 관한 주요 선행 연

구들을 살펴보면, Steenkamp et al.(2003)의 연구

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브랜드와 로컬 브랜드의 생활 용품

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양국 모두 지각된 브랜드 글로벌성이 그 브랜드의

지각된 품질과 브랜드 명성에도 영향을 주며, 이는

구매 가능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

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이유로는 글로벌 브

랜드로 포지셔닝이 된 브랜드는 소비자들에게 희

소하고 고품질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며 소비자들

은 이를 구매함으로써 글로벌 소비자 집단의 일원

이 되고 자신의 지위와 명성이 높아진다고 인식하

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연구를 국내에 적용

시켜 연구한 Jung & Kim(2004)은 관여도와 구매

동기를 고려한 4개의 제품(디지털 카메라, 정장용

구두, 건전지, 맥주)의 총 8개의 브랜드를 선정하

고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

였다. 실험 결과, 국내에서도 브랜드의 글로벌성이

브랜드 품질과 브랜드 명성에 유의한 영향을 끼친

다는 것을 입증하고 브랜드의 글로벌성이 구매의

도에도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최근 Davvetas, Sichtmann, & Diaman-

topoulos(2015)가 좀 더 엄격한 4개 실험을 토대로

Steenkamp et al.(2003)의 연구를 발전시키고자

했다. 소비자들의 지불용의에 대한 지각된 브랜드

의 글로벌성의 영향을 알아본 결과, 브랜드의 글

로벌성이 더 호의적인 브랜드 태도로 이어질 때

소비자들은 글로벌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할 의사

가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소비자들이 글

로벌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할 때 브랜드의 글로벌

성이 인식이 될수록 그 제품에 대해 지불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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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최고 가격의 정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2) 지각된 품질

제품의 우수성 혹은 뛰어남의 개념으로 정의되

는 품질은(Zeithaml, 1988), 기업과 제품의 장기적

성공의 기초가 되며 고객의 인식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다. 또한 품질을 기초로 하여 형성된 지각

된 품질은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전반적인 우월성

또는 뛰어남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로 정의될 수

있다(Aaker, 1991).

Zeithaml(1988)이 제시한 따른 지각된 품질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각된 품질은 객관적

또는 실제적인 품질과는 다른 개념이다. 둘째, 제

품의 특정한 속성이라기보다는 높은 수준의 추상

적인 것이다. 셋째, 소비자들의 전반적인 평가로

이는 제품의 태도와 유사한 개념이며,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환기된 집합 내에서 형성되는 판단이다.

글로벌 브랜드의 지각된 품질에 관한 선행 연

구들을 살펴보면, Steenkamp et al.(2003)은 글로

벌 브랜드로 포지셔닝된 브랜드는 소비자들에게

희소하고 고 품질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소비자들은 글로벌 이미지의 브랜드 제품을 구매

함으로써 글로벌 소비자 집단의 일원이 되고 자신

의 지위와 명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하

였다. 또한 지각된 브랜드 글로벌성이 지각된 브

랜드 품질이나 브랜드 명품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

는 소비자의 구매 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Cheon & Jun(2012)는

자국의 로컬 브랜드가 국제 광고를 통해 글로벌

브랜드 포지셔닝 전략을 펼칠 경우 소비자들은 그

브랜드를 글로벌하게 인식하게 되며 이것은 지각

된 품질 등 브랜드 자산의 구성 요소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3) 브랜드 명성

브랜드 명성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에

의해 판단되고 인식되는 브랜드의 전체적인 가치

와 평가로 정의되며, 이는 기업의 높은 시장 점유

율과 수익을 형성하는 브랜드의 가치이다(Leslie,

1999). 소비자들은 브랜드 명성을 인지함으로써 그

브랜드가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킬 것이라 예상하고

해당 브랜드에 관한 의견을 형성한다(Veloutsou &

Moutinho, 2009).

브랜드 명성에 관해 실증적으로 연구한 Chaudhuri

(2002)는 브랜드 명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 브

랜드 광고 외에 브랜드 나이, 경쟁사의 수, 브랜드

친숙성 및 브랜드 독특성과 이들이 브랜드 자산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하였

다. 그 결과, 브랜드 명성은 브랜드 광고와 브랜드

자산 성과의 관계를 조절하였고 브랜드 광고, 브랜

드 친숙성 및 독특성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에 따라 추후에 브랜드 명성에 대 한 연구가 다

양한 방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Dahlén, Granlund, & Grenros(2009)은 높

은 명성을 갖는 브랜드의 경우 전통적 미디어(예:

포스터)보다 비전통적 미디어(예: out-of-home

배경과 상황에서의 포스터)가 더 높은 소비자의

인지된 가치를 형성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패

션 분야와 관련하여 Lee(2011)은 패션 광고 유형

(명시적 광고, 암시적 광고)과 소비자 특성인 조

절초점, 브랜드 명성이 패션제품 태도에 어떤 영

향을 주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국내의 아웃도어 브

랜드 중 브랜드 명성이 높은 브랜드와 낮은 브랜

드를 선정하여 실증적인 연구를 한 바 있다. 연구

결과, 브랜드 명성이 높은 브랜드는 낮은 브랜드

보다 두 가지 광고 유형에서 모두 호의도가 높았

으며 이는 Yoo, Lee, & Choo(2005)의 연구에서

브랜드 명성이 높은 경우에 광고 표현방식에 차이

가 없다는 결과를 도출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모형과 가설 설정
본 연구는 소비자의 글로벌 마인드가 최근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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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는 글로벌 패션 브랜드의 옥외 광고에 대한

호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 이

호의도가 브랜드 평가 요인인 지각된 패션 브랜드

의 글로벌성, 지각된 품질 그리고 브랜드 명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따른 가설은

다음과 같으며 본 연구 모형은 <Fig. 1>과 같다.

[가설 1] 소비자의 글로벌 마인드는 글로벌 패

션 브랜드의 옥외 광고에 대한 호의

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글로벌 패션 브랜드의 옥외 광고에 대

한 호의도는 소비자의 패션 브랜드의

글로벌성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3] 글로벌 패션 브랜드의 옥외 광고에 대

한 호의도는 지각된 품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글로벌 패션 브랜드의 옥외 광고에 대

한 호의도는 브랜드 명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변수의 측정
1) 소비자의 글로벌 마인드

다른 문화의 제품, 사고방식, 관습 등을 수용하

는 문화적 개방성과 다른 나라 고유의 관습ㆍ습성

에 적응하는 문화적 적응성을 나타내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로(Hannerz, 1990), 이는 Nijssen &

Douglas(2008)에서 사용된 총 8개의 측정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하였다.

2) 글로벌 패션 브랜드의 옥외 광고에 대한

호의도

광고에 대한 호의도란 특정 광고 노출 상황에

서 그 광고물 자체에 대해 호의적 또는 비 호의적

으로 반응하려는 성향이다(Alden et al., 1999). 본

연구에서는 두 차례의 예비 조사를 통해 자극물의

옥외 매체 유형을 선정하고 GCCP 전략의 적용

정도를 점검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패션 브랜드의 옥외 광고에 대한 호의도를

GCCP 전략이 적용된 패션 브랜드의 지하철 광고

에 대한 소비자들의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인 반응

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Nijssen &

Douglas(2011)의 연구와 Jung(2013)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들을 본 연구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4개의 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3) 지각된 패션 브랜드의 글로벌성

지각된 패션 브랜드의 글로벌성은 브랜드가 여

러 국가에서 판매 활동을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글로벌하다고 인식되어 있음을 소비자들이 믿고

Brand reputation

Preference towards fashion brand

OOH advertising

Perceived fashion brand

globalness

Consumer

Global-mindedness
Perceived quality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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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정도를 의미한다(Batra et al., 2000; Steen-

kamp et al. 2003). 이를 측정하기 위해 Steen-

kamp et al.(2003)의 척도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사용한 Kim & Choi(2006)의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한 총 4개 문항을 5점 리

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4) 지각된 품질

브랜드 제품의 우수성과 뛰어남에 대한 소비자

의 판단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Zeithaml, 1988),

이를 측정하기 위해 Agarwal & Teas(2002)의 척

도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사용한 Jun & Cheon

(2012)의 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한 총 4개 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였다.

5) 브랜드 명성

브랜드 명성은 소비자들에 의해 판단되고 인식

되는 브랜드의 전체적인 가치와 평가를 의미한다

(Lesile, 1999). 이를 측정하기 위해 Chaudhuri

(2002)의 척도를 한국어로 번역한 Jun et al.(2012)

의 연구의 측정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한 총

4개의 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3.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1) 예비 조사

본 연구에서는 두 차례의 예비 조사를 통하여

자극물의 옥외 광고 매체 유형을 선정하고, 선정

된 옥외 광고 매체 유형을 적용한 가상 패션 브랜

드의 광고에 글로벌 소비자 문화 포지셔닝이 잘

적용되었는가를 점검하였다.

먼저 1차 예비 조사에서는 옥외 매체 유형 선

정을 위해 20대 남ㆍ여 총 40명(N=40)을 대상으

로 1차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접한 패션 브랜드의 옥외 광고 매체 유형이

‘지하철 광고’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영문으로

구성된 ‘the NEAL’이라는 가상 패션 브랜드명을

선정하고 이국적인 이미지를 위해 서양인 모델을

선정하였으며 외국의 한 길거리를 사용하여 광고

의 배경을 제시하였다. 또한 설문지에 브랜드 명

과 브랜드 표적층 및 컨셉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2차 예비 조사에서는 본 연구

의 자극물에 GCCP을 나타내는 5가지 구성 요소

들에 대해 글로벌한지 아닌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

해 6점 척도를 사용하여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

다. 이 요소들에는 Alden et al.(1999)이 제시한

1)브랜드의 발음 또는 철자, 2)중심 테마, 3)광고

의 배경, 4)등장인물, 5)연상되는 이미지가 있다.

20∼30대 남ㆍ여 총 40명(N=40)의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각 문

항의 점수에 대한 평균값이 3 미만인 응답자 수가

총 7명(17.5%)에 불과했으며 3 이상인 응답자 수

는 나머지 33명(82.5%)으로 나타나 제시된 자극

물의 측정 요소들에 대해 글로벌하게 인식하고 있

는 응답자의 수가 훨씬 많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 제시된 자극물은 글로벌 소비자 문화 포지셔닝

이 적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2) 본 조사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법을 이용하여 서울 지역

에 거주하는 20~30대 남ㆍ여 총 270명을 대상으

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불성

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총 238부가 최종 분석에 사

용되었다. 설문지에서는 응답자들이 옥외 광고가

있는 실외에 있는 것처럼 상상할 수 있도록 유도

하기 위해 넒은 층의 이용이 많은 서울 지하철 어

느 역에서 광고를 보았다는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

하였으며, 예비조사를 통해 글로벌 소비자 문화

포지셔닝이 적용된 가상 브랜드의 패션 광고를 지

하철 광고에 적용한 자극물을 제시하였다<Fig. 2>.

또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18.0 통

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문항들 간 내적 일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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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S 7.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추출된 요인들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

하고 가설모델 검증 및 모델의 적합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인구 통계적 특성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특성을 성

별로 살펴보면 남자 80명(33.6%), 여자 158(66.4%)

으로 여자 응답자의 비율이 더 높았다. 연령대 특

성으로는 20대가 214명(89.9%)으로 대부분을 차

지하였으며 30대는 24명(10.1%)로 나타났다. 다음

교육 수준을 살펴보면 대학교 재학 중인 응답자가

120명(50.4%)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교 졸업 82

명(34.5%), 대학원 이상 23명(9.6%) 그리고 중ㆍ

고등학교 졸업 이상 13명(5.5%)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직업별 특성으로는 대학(원)생이 147

명(61.8%)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직 39명(16.4%),

사무/관리직 31명(13.0%), 판매/서비스직 10명

(4.2%) 그리고 나머지 자영업ㆍ전업 주부ㆍ기타

는 합쳐서 11명(4.6%)으로 나타났다.

2. 측정 도구의 신뢰도 검증
연구 모형 및 개념을 구성하는 측정 항목들의

내적일관성 여부를 검정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에 의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소

비자의 글로벌 마인드의 신뢰도 검증 결과 Cron-

bach's α 계수 값이 0.748로 수용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3개의 문

항을 제거하여 문항들 간의 내적일관성을 향상시

킨 결과, Cronbach's α 계수 값이 0.814로 향상되

었다.

나머지 변수들의 신뢰도 검증 결과에서는 신뢰

도를 저하시키는 문항들은 없었으며, 글로벌 패션

브랜드의 옥외 광고에 대한 호의도 0.796, 지각된

패션 브랜드의 글로벌성 0.779, 지각된 품질 0.845

그리고 브랜드 명성 0.902로 모두 Cronbach's α 

계수 값이 0.7을 상회하여 측정 항목들이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Nunally, 1967).

3.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성 검증
1) 집중타당성 검증

구조 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기 전에 연구 모

형의 측정 문항들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정밀하게

<Fig. 2> Priming image

(Photography by Resear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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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측정 모형을 이

용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개별

잠재 요인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한 결과, 소비자

의 글로벌 마인드 6번 문항을 제외하고 표준화 요

인 부하량이 모두 0.5 이상으로 나타나고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집중 타당성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모든 구성 개념들로 구성되는 측정모형

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전체 모형에 대한 확

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체 모형

의 적합도 지수들이 수용 수준에 다소 못 미치는

NFI=.891을 제외하고 모두 수용 수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분산추출값은 모두 0.5

이상, 구성 개념 신뢰도 값 또한 모두 기준치 0.7

Construct Items
Standardized

Factor Loading
C. R. AVE Goodness-of-Fit

Consumer

global-mindedness

When cooked land snails are promoted in

a French restaurant, I like to try it.
.838***

.933 .780

χ2=279.589

(df=160, p=.000,

CMIN/DF=1.675)

GFI=.901

NFI=.891

CFI=.901

RMR=.036

If I have to buy a car imported from other

countries, I would be likely to buy it.
.880***

Although I have a favorite drink, when

and for the time that I visit another

country I will drink the local alternative.

.778***

Although I prefer a certain type of food,

when and for the time that I am abroad I

adopt the local cuisine.

.625***

Preference towards

global fashion brand

OOH advertising

This advertisement is attractive. .710***

.851 .590
This advertisement is interesting. .671***

This advertisement is favorable. .775***

This advertisement is imposing. .674***

Perceived fashion

brand globalness

To me, this is a global brand .666***

.852 .590

I think this brand is world-famous. .760***

I think this brand is sold overseas. .624***

I do think consumers overseas buy this

fashion brand.
.682***

Perceived quality

This product is likely to be durable. .711***

.919 .742

The workmanship of this product is likely

to be high.
.795***

This product is likely to be of very good

quality.
.862***

This product is likely to be reliable. .688***

Brand reputation

This brand is likely to be famous. .781***

.926 .757
This brand is likely to be renowned. .823***

This brand is likely to be well-known. .852***

This brand is likely to be popular. .882***

*** p<.001

<Table 1> Resul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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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변수들

간 집중 타당성이 확보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으로 확인적 요인 분석의 결과를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2) 판별 타당성 검증

한 구성 개념이 실제로 다른 구성 개념과 얼마

나 다른가의 개념인 판별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두 잠재 요인의 평균분산추출값과 잠재 요인 간의

상관관계 제곱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평균분산추

출값이 모두 상관관계 제곱 합 보다 크게 나타나

구성 개념 간에 판별타당성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Table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4.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전체 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집중 타당성, 판별 타당성 그리

고 구성 개념의 신뢰도의 검증을 완료한 측정 지

표들을 대상으로 구조 방정식 분석을 실시하여 공

분산 행렬을 토대로 구성 개념 간의 관계를 추정

하였다. 그 결과, χ2=343.646, df=166, p=.000으

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CFI=.922는 수용 수준을 충족시켰으나 GFI=.877,

NFI=.860로 수용 수준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RMR=.063 또한 적합도 권고 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수정 지수(modification in-

dex)를 이용하여 연구 모형을 수정하는 작업을

거쳤다. 특정 항목들을 여러 개의 다른 항목들과

연결시키도록 제시된 경우 여러 항목들과 연결시

키는 대신에 그 특정 항목을 제거할 수 있다(Lee

Factor

Consumer

Global-mindedn

ess

Preference

towards global

fashion brand

OOH

advertising

Perceived

fashion brand

globalness

Perceived

quality

Brand

reputation

Consumer

Global-mindedness
.780

Preference towards global

fashion brand OOH

advertising

.038 .590

Perceived fashion brand

globalness
.016 .284 .590

Perceived quality .006 .080 .213 .742

Brand reputation .000 .236 .489 .156 .757

<Table 2> Result of Discriminant Validity by AVE

Model χ2 d.f. GFI CFI NFI RMR

Hypothetical model
343.646

(p=.000)
166 .877 .922 .860 .063

Parsimonious model
206.530

(p=.000)
131 .912 .961 .901 .047

Level of fit - - ≥ 0.9 ≥ 0.9 ≥ 0.9 ≤ .05

<Table 3> Fit indicies for the structur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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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2007).

수정 지수를 살펴본 결과 지각된 패션 브랜드

의 글로벌성 2번 문항과 지각된 품질 4번 문항을

제거하였다. 수정된 구조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한

결과, χ2=206.530, d.f.=131, p=.000로 χ2 값이 작

아졌고 p값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CMIN/DF가

1.577로 3보다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전반적인 모

형의 적합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GFI=.912, CFI=.961, NFI=.901, RMR=.047로

각 적합도 지수들도 초기 모형의 해당 지수보다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Table 3>).

5. 연구가설의 검증
수정 지수를 통해 수정된 모형을 본 연구의 구

조 방정식 모형을 설정하고 구성 개념 간의 관계

를 파악하고자 AMOS 7.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경로 분석을 실시하고 가설의 채택 여부를 판단하

였다. 구성 개념들 간의 인과 관계를 설정한 구조

모형의 각 경로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는 다음

<Table 4>와 같다.

1) 가설 1 검증 결과: 소비자의 글로벌 마인드,

글로벌 패션 브랜드의 옥외 광고에 대한

호의도

가설 1의 검증 결과, 소비자의 글로벌 마인드는

글로벌 패션 브랜드의 옥외 광고에 대한 호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채택

되었다(r=182, t=2.354). 이러한 결과는 17세 이

상의 다양한 연령층의 네덜란드인들을 대상으로

소비자의 글로벌 마인드가 실제 브랜드의 GCCP

광고에 대한 태도에 정(+)의 영향이 있음을 확인

한 Nijssen & Douglas(2011)의 연구 결과를 지지

하는 것이다. 즉 외국 제품 및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개방적인 성향을 가진 소비자들은 글로벌한 이

미지를 강조하는 패션 브랜드의 지하철 옥외 광고

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장의 글로벌화가 지속되는 상황에

서 패션 업체들은 외국의 문화나 제품을 적극적으

로 수용하는 소비자들을 표적으로 하여 지하철 옥

외 매체를 통해 광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GCCP를

적용함으로써 광고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

이다.

H Path between variables
Non Stand.

Coe.

Stand.

Coe
C. R. Result

H1
Consumer

global-mindedness
→

Preference towards

global fashion brand

OOH advertising

.257 .182* 2.354 supported

H2

Preference towards

global fashion brand

OOH advertising

→
Perceived fashion brand

globalness
.263 .304*** 3.757 supported

H3

Preference towards

global fashion brand

OOH advertising

→ Perceived quality .718 .534*** 6.738 supported

H4

Preference towards

global fashion brand

OOH advertising

→ Brand reputation .551 .540*** 5.748 supp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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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Results of Path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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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 2 검증 결과: 글로벌 패션 브랜드의 옥외

광고에 대한 호의도, 지각된 패션 브랜드의

글로벌성

가설 2의 검증 결과, 글로벌 패션 브랜드의 옥

외 광고에 대한 호의도는 소비자의 패션 브랜드의

글로벌성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는 채택되었다(r=.304, t=3.757).

이러한 결과는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GCCP

를 적용한 가상 브랜드의 국제 광고의 영상물을

통해서 소비자들은 브랜드를 글로벌하게 인식한다

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힌 Cheon & Jun(2012)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소비자

들이 지하철 역 내 설치된 패션 브랜드의 GCCP

광고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면 실제로 그렇

지 않더라도 패션 브랜드가 글로벌한 브랜드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패션 브랜드의 발음 및 철자, 주제, 광

고 배경 등 여러 요소들을 옥외 광고에 적용시켜

글로벌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이에 대해 소비자들

이 흥미로움을 느끼게 함으로써 글로벌하게 판매

활동을 하고 있는 패션 브랜드로 인식될 수 있다.

3) 가설 3 검증 결과: 글로벌 패션 브랜드의 옥외

광고에 대한 호의도, 지각된 품질

가설 3의 검증 결과, 글로벌 패션 브랜드의 옥

외 광고에 대한 호의도가 지각된 품질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은 채택되었다

(r=.534, t=6.738). 이 결과는 소비자들이 GCCP

광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이를 통해

고 품질의 제품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밝힌 Zhou

& Russell(2004)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즉 지하철 매체를 통한 패션 브랜드의 글로벌한

광고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직접 사

용해본 경험이 없더라도 패션 브랜드의 제품 품질

이 뛰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

게 브랜드의 제품이 고품질로 인식되는 것은 제품

뿐만 아니라 기업의 측면에서도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기초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Aaker,

1991).

이러한 결과에 따라 패션 브랜드의 글로벌한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GCCP 전략을 옥외

광고 매체에 활용하여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반응

을 유도함으로써 제품이 우수한 브랜드로 인식될

수 있다.

4) 가설 4 검증 결과: 글로벌 패션 브랜드의 옥외

광고에 대한 호의도, 브랜드 명성

가설 4 검증 결과, 글로벌 패션 브랜드의 옥외

광고에 대한 호의도는 브랜드 명성에 정(+)의 영

<Fig. 3> Results of Hypothesi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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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4는 채택되었다

(r=.540, t=5.748). 이는 Lee & Kim(2011)이 광

고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GCCP

전략을 광고에 활용할수록 소비자들은 높은 명성

의 브랜드로 인식한다는 것을 밝힌 것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가설 2, 3과 마찬가지로 GCCP를

적용한 옥외 광고에 대해 소비자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때 패션 브랜드가 유명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흥미를 자극시킬 수 있도

록 글로벌한 이미지를 강조하는 옥외 광고를 활용

하여 패션 브랜드의 긍정적인 명성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성공적인

마케팅 전략을 이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까지 정리한 본 연구의 가설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측정 요인 간의 유의성과 영향력의 크기

를 요약한 모형은 위의 <Fig. 3>과 같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검증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의 구성 개념에 대한 신뢰도와 확

인적 요인 분석을 통한 타당성을 검증한 결과 모

두 기준치를 충족하였다. 또한 가설 검증을 위해

제시한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전

반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구조 방정식 분석을 통해 소비자의 글로벌 마인드

가 GCCP를 적용한 옥외 광고에 대한 호의도에

유의한 영향이 준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검증함으

로써 패션 분야 내 소비자의 글로벌 마인드에 대

한 연구의 폭을 확장시켰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소비자의 글로벌 마인드는 글로벌 패션

브랜드의 옥외 광고에 대한 호의도에 정(+)의 영

향을 주었다. 이는 패션 브랜드가 외국 문화 및

제품에 대해 개방적인 소비자들의 성향을 잘 파악

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GCCP 전략을 활용한 옥외

광고를 시행했을 때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

다는 점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글로벌한 패

션 시장 환경 내에서 GCCP 전략을 옥외 매체에

적용하여 광고를 시행하는 것이 소비자의 브랜드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으

로 입증함으로써 패션 브랜드의 옥외 광고에 대한

연구 폭을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갖는다.

셋째, 글로벌 패션 브랜드의 옥외 광고에 대한

호의도가 소비자가 지각하는 패션 브랜드의 글로

벌성, 지각된 품질 그리고 브랜드 명성에 정(+)의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패션 브랜드가

GCCP 전략을 적용한 패션 브랜드의 옥외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글로벌한 브랜드로 인식되는데 효과

적인 광고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GCCP 전략을 활용하여 소비자들이 패션 브랜드

의 제품 품질이 뛰어날 것으로 지각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유명 브랜드로 자리 잡는데 유

용한 전략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빠르게 변

화하는 글로벌 패션 산업 내에서는 글로벌하고 전

반적으로 높은 품질과 명성을 갖는 브랜드로 인식

되는 것은 강력한 경쟁우위가 될 수 있으므로 패

션 브랜드는 광고 전략으로 글로벌 소비자 문화

포지셔닝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30대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0대는

전체 응답자 238명 중 24명(10%)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점을 갖는

다. 옥외 광고는 집 밖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광

고를 포함하므로 이에 노출될 수 있는 연령대는

더욱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더

다양한 연령대를 고려해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극물의 GCCP의 조작

정도를 점검하기 위해 선행 연구의 방식을 토대로

GCCP의 5가지 요소들에 대해 글로벌한 정도를

묻는 문항들을 통해 조작적 정의 검증을 시도하였

다. 그러나 자극물이 글로벌한지 아닌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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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통해 세계적으로 소비자들에 의해 공유되

는 문화코드를 이용하는 마케팅 전략인 GCCP가

광고에 충분히 적용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다

소 무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연

구에서는 로컬 포지셔닝 전략이 적용된 광고와 비

교하여 GCCP 광고 자체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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