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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적 논문

아트 유형과 모델 유형이 소비자 태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인 소비자들의 모델동일시와
민족정체성 조절효과 중심으로
국문초록

1)

본 연구는 아트 인퓨전 효과를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효과를 알아본 것이다. 구체적으로
아트의 유형을 동양화와 서양화로, 모델 유형을 동양인과 서양인으로 구분하고 소비자
개인 성향과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 방법으로는 광고태도, 제품태도, 그리
고 구매의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아트유형(동양화/서양화), 모델유형(동양인/서양인),
모델동일시(고동일시/저동일시)의 2X2X2 설계를 구성하여 상호작용효과 분석을 실시하
였다. 더불어 아트유형, 모델유형에 민족정체성(정체성고/정체성저)을 포함한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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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서양인 모델보다는 동양인 모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비자의 모델동일시가 높을수록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
다. 또한 아트유형, 모델유형, 그리고 민족정체성은 아트유형과 모델유형의 상호작용
하에 광고태도에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모델유형, 모델동일시 그리고 민족정체성은
제품태도와 구매의도에 3원 상호작용을 보였다. 민족정체성이 낮은 경우 서양모델을
사용했을 때 모델동일시가 높으며 제품태도와 구매의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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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민족정체성이 높은 경우 동양모델을 사용했을 때 모델동일시가 높으며 제품태도
와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트 인퓨전에
대한 학문적인 시사점과 함께 광고 실무 차원에서도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주제어: 아트 인퓨전, 모델 유형, 모델동일시, 민족정체성, 광고태도, 제품태도, 구매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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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작품을 이용하여 소비자의 긍정적인 인식을 유도하
는 것을 아트 인퓨전(art infusion)이라고 한다(Hagtvedt

1960년대 팝 아트(Pop Art)의 등장으로 예술은

& Patrick, 2008). 아트는 교육요소로도 중요하게

일상화되기 시작했으며, 이른바 포스트모더니즘

취급된다. 융합인재 교육의 스템(STEM: Science,

시대에 들어서면서 일상과 예술의 경계가 모호해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에 아트(Art)

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상업적인 광고에도 예술이

를 추가해 스팀(STEAM)교육이 제시되기도 한다(이

차용되면서 비즈니스와 예술의 경계선은 모호해

동환, 2020). 이렇듯 현대인은 일상에서 끊임없이

졌다(전인수, 엄지윤, 2014). 또한 미술작품은 작품

아트와 접하고 있으며, 광고 또한 예술작품을 감상

외에도 의미가 다양하게 확장되었다. 차용이라는

하듯 하기도 한다. 이러한 아트광고의 효과는 후광

개념 하에 다른 작가의 작품을 반영하는 것이 가능

의 개념으로 설명된다(천용석, 전종우, 2011). 후광

해진 것이다(박정희, 2010). 미술평론가 정장진은

효과란 대상에게 갖게 되는 전반적인 인식이 그

광고가 콘텐츠에 속하지 않으면 미술사는 죽은 미

대상에 대한 다양한 특성을 평가하는 것에 영향을

술의 역사라 하여 회화, 영화 등의 콘텐츠와 같이

미치는 것을 말한다. 광고에서는 배경음악, 유명

예술로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움베르트

스포츠인 또는 유명 스포츠 이벤트 스폰서십, 그리

에코(Umberto Eco)는 가추법(abduction)을 통해

고 광고모델이 대표적인 후광효과를 기반으로 하는

광고를 차용한 그림 역시 예술의 범주에 속한다고

커뮤니케이션 요소로 등장한다.

주장하였다. 가추법이란 이미 일어난 일을 아직 알

본 연구는 광고에서 아트의 차용이 증가하는 현

지 못하는 사실로 생각해 역으로 추론하는 방법이

실적인 상황을 연구의 배경으로 한다. 과거 LG의

다. 즉 예술의 작품 요소들 중 예술이라 말하기

명화시리즈 광고를 시작으로 광고에 명화를 차용

어려운 것들을 모두 지워도 광고 기호는 끝까지

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최근 SSG의 광고

남으며 광고를 차용한 그림도 예술이라는 것이다

에서는 미술작품이 광고의 핵심적인 배경으로 사

(김병희, 2019).

용되었다. 따라서 아트를 활용한 광고에 대한 학문

오늘날의 기업들은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해 인지

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문화적인 요인

도를 높이는 감성마케팅을 활용하고 있으며, 광고

에 초점을 두어 소비자들의 아트인퓨전 광고 인식

또한 단순히 정보 중심이 아닌 하나의 예술작품을

에 미치는 조절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후광효과

보는듯한 영상미에 중점을 두기도 한다. 그 중 떠오

를 기반으로 하는 광고모델은 비언어적이며 시각

르는 전략이 아트마케팅이며 뷰티, 패션, 생활용품,

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광고전략의 중요한 요소

가구, 식품, 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사례를

중 하나로 손꼽힌다(Whiteclock & Chung, 1989).

찾아볼 수 있다(박서정, 전종우, 2017). 이처럼 예술

최근 다양한 국내 브랜드의 광고에 국내 모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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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외국인 모델이 종종 등장한다. 비언어적 메시

Arts)”으로 나뉜다(김별다비, 2007). 또한 유형에 따

지는 소비자가 광고의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라 크게 플래그십 스토어(Flagship Store), 애드 아트

문화적 배경의 영향을 받는다(유승엽, 김재영,

(Ad Art), 디자인 아트(Design Art), 컬래버레이션

2007). 따라서 두 가지의 비언어적 표현 방식인 아

(Collaboration) 등으로 나뉜다. 플래그십 스토어란

트와 모델 역시 광고 태도에 대해 문화적 배경이

대표하는 매장에 깃대를 꽂는다는 의미로, 대중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게 잘 알려진 브랜드를 판매에만 그치지 않고 브랜

예술을 광고에 활용하는 것이 모두 긍정적인 결과

드의 이미지까지 전달하는 매장을 말한다(김소연,

를 도출한다고 볼 수는 없다. 아트 인퓨전의 기존

유보현, 2016). 즉 브랜드 매장의 차별화로 기업의

연구가 예술작품의 유무에 따른 일반적인 변인 효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고 소비자에게 새로운 체험

과에 집중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동

기회를 제공한다. 애드 아트는 디자인에 예술 작품

서양화로 구분된 아트의 유형, 모델 유형, 그리고

을 변형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기존에 예술

소비자의 개인 성향 등의 조절 효과를 살펴보았다.

작품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와 인지도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실무적으로 아트마케팅의 보다 구체적

감성적이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통해 브랜드 아이

이며 효과적인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덴티티를 각인시킬 수 있다(이경화, 2008). 디자인

러한 연구는 하나의 예술작품을 대상으로 아트 인

아트란 제품 디자인에 자체적으로 예술적 요소를

퓨전 효과를 알아본 기존 연구와 차별화되며 문화

넣은 마케팅 유형이다. 기업이 기업의 이름을 건

적인 차원의 조절효과에 대해서도 새롭게 검증이

공모전을 개최하거나 작가들에게 문화예술을 지원

가능하다. 이는 학문적인 의미와 함께 실무적인 광

해 문화기업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박정희,

고 제작에 있어서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2010). 마지막으로 컬래버레이션은 기업이 아티스
트의 가치를 하나의 브랜드로 여겨 함께 제품에

이론적 배경, 가설

맞는 디자인을 창조해내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기
업은 아티스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감성적,

1. 아트 인퓨전

문화적 가치 또한 제품 이미지에 연결시킬 수 있게
된다. 아트마케팅의 활용은 방식에 따라 나뉠 수

최근 브랜드에 예술작품을 접목하는 시도를 자주

있다. 애드 아트는 예술 작품을 변형 없이 본래

볼 수 있다. 이러한 예술 작품을 이용한 아트마케팅

모습을 그대로 활용하는 직접적인 활용이라 할 수

(Art marketing)은 주체에 따라, 기업 주체의 “예술을

있으며, 직접적으로 예술 작품이 보이진 않지만 예

통한 마케팅(Marketing through the Arts)”과 예술문

술사조의 특징, 개념, 그리고 사상 등이 반영되도록

화조직 주체의 “예술가의 마케팅(Marketing for

표현한 간접적인 활용이다(김혜경, 2009). 아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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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에 이용되는 형식에 대해서도 여섯 가지로 분류

1942>, <아침 햇살: Morning Sun, 1952> 등이 있다.

할 수 있다. 첫 번째로 편승은 원작이나 한 분야의

<밤의 사람들: Nighthawks, 1942>은 에드워드 호퍼

예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나 분위기를 이용하

가 50여 년 동안 살았던 뉴욕 멘해튼 그리니치빌리

는 것이다. 두 번째로 차용은 대중에게 잘 알려진

지의 작은 간이식당에서 모티브를 얻은 것으로 알려

작품의 전체나 일부분을 원작의 변형 없이 그대로

져 있다. 호퍼의 작품들은 알프레드 히치콕(Alfred

광고에 삽입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패러디는 원작

Hitchcock)의 <싸이코: Psycho, 1962>와, 구스타프

을 흉내 내어 알려진 작품의 이미지가 연상되도록

도이치(Gustav Deutsch)의 <셜리에 관한 모든 것:

하는 것이다. 네 번째로 변형은 기존의 작품을 변형

Shirley - Visions of Reality, 2013>, 리들리 스콧

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탄생시킨다. 이는 원작의 느

(Ridley Scott)의 <블레이드 러너: Blade Runner,

낌을 주는 이미지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패러디와

1982>, 허버트 로스(Herbert Ross)의 <내 사랑 시카

구분된다. 다섯 번째 회화적 기법의 활용은 르네상

고: Pennies from heaven, 1981>, 빔 벤더스(Wim

스, 팝아트 등 명화나 대중적인 작품의 회화적 기법

Wenders)의 <폭력의 종말: The end of violence,

을 광고 이미지에 사용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광

1997> 등 다수 영화에 인퓨전되었으며, 다른 화가들

고의 예술화란 계획적인 주관 하에 광고를 작품화시

의 작품이나 콘텐츠에서 다양하게 재현되었다. 또

키는 것을 말한다(배빈아, 2011). 이는 아트마케팅

한 국내 광고에서도 호퍼의 작품이 사용되었다. 신

의 활용 중 컬래버레이션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세계와 이마트 계열사의 포털 사이트인 SSG닷컴은

이러한 아트마케팅 효과에 대한 설명에는 아트

에드워드 호퍼의 <Hotel By A Railroad, 1952>를

인퓨전 개념이 유용해 보인다. 아트 인퓨전이란 마

인퓨전한 광고를 통해 미학적 영상과 더불어 SSG를

케팅에 아트를 차용할 때, 작품 고유의 이미지가

‘쓱’이라고 읽어 시청자에게 재미를 선보였다. SSG

소비자의 인식에 전이되어 제품에 대해서도 독립적

닷컴의 광고 방영 후 패러디 광고도 다수 등장했다.

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Hagtvedt & Patrick,

용각산 쿨 광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대 국회

2008). 이동환(2020)은 에드워드 호퍼(Edward Hopper)

의원 선거 광고, 그리고 코스메틱 브랜드 맥(MAC)의

의 작품 중심으로 국외와 국내의 아트 인퓨전 이용

광고 등이 그것이다. 패러디 광고들은 SSG닷컴 광고

사례를 연구했다. 에드워드 호퍼는 미국 뉴욕 출신

와 매우 유사하게 제작되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의 화가로 고독한 분위기 속 색감은 뚜렷하지만

해외에 비해 호퍼의 인지도가 다소 낮아, 해당광고

적막을 보여주는 화가이다. 선명하지 않은 음영을

에 대한 아트 인퓨전 측면의 평가는 많지 않다.

넣어 평면적 묘사법을 주로 활용하였으며 인간은

이렇듯 에드워드 호퍼의 작품 중심으로 보면

누구나 외롭고 고독하다는 것을 작품을 통해 나타내

SSG닷컴의 광고가 흥행한 것은 작가 혹은 작품의

려고 하였다. 대표작으로는 <밤의 사람들: Nighthawks,

인지도와 광고의 대중성은 별개라는 것을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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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Nighthawks Seasame St. New York City, NY <그림 3> Nighthawks Simson

<그림 4> LG광고(www.lg.co.kr, 2007)

수 있다(이동환, 2020). 호퍼의 작품 외에도 제품과

下情人>을 활용하였다(홍정영, 박은경, 2009; 김정

광고에 명화를 차용한 사례는 다양하다. 2007년

현, 2009). 이러한 시리즈 명화 광고를 통해 기존의

LG 전자는 명화를 차용하여 해당 브랜드를 사용하

다른 기업 이미지 광고와 차별을 두어 소비자에게

면 일상과 생활이 풍요로워진다는 메시지를 간명

창의적인 기업의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었다. 그

하게 전달하는 데 성공하였다. 또한 LG는 ‘LG와

밖에도 국내 금융 회사의 광고에 장피에르 레이노

함께하는 명화 페스티벌’을 실시해 클로드 모네

(Jean Pierre Raynaut)의 조각이 등장하는 등, 명화

(Claude Monet)의 <아르장퇴유의 산책: The Promenade

뿐 아니라 다양한 예술의 유형이 활용되고 있다(천

at Argenteuil>, 르네 마그리트(René Magritte)의

용석, 전종우, 2011).

<아르장퇴유: Argenteuil>, 알프레드 빅터(Alred Victor)

이렇듯 아트 인퓨전은 ‘주입’과 ‘전이’의 두 가지

의 <해변: Beach>, 미켈란젤로(Michelangelo)의 <아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전인수, 엄지윤, 2014). 예술

담의 창조: The Creation of Adam> 등 해외 회화

이 작품에 주입됨으로써 예술의 특성인 고급스러움,

명작들을 차용했다. 소비자들은 광고 속 명작에 제

세련됨, 력셔리, 희소성의 가치가 그대로 전이되는

품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찾으며 재미와 감성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예술 작품 자체가 가지고

적 공감대를 자극할 수 있었다(김병희, 2019). 동양

있는 내용과 관계없이 제품에 주입됨으로써 내용-

화도 인퓨전의 소재로 자주 선택된다. LG는 서양

독립적(content-independent influence df art) 현상

명화 차용 이후 신윤복의 <단오풍정: 端午風情>,

으로 나타난다(Hagtvedt & Patrick, 2008). 또한 제품

<검무도: 劍舞圖>, 김홍도의 <빨래터> 등의 한국

패키지에 아트를 주입하는 것이 주입하지 않은 패키

명화를 이용해 명화 시리즈를 이어나갔으며, LG

지보다 소비자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생활건강 화장품 후(后)는 신윤복의 <월하정인: 月

후에도 아트가 제품에 활용되었을 때 소비자 인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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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영향을 미친다.

제시되었다(주동미, 2008; 김정현, 2009). 또한 아트

앞서 언급했던 에드워드 호퍼 작품을 인퓨전한

인퓨전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요인들이 연구

국내 광고가 원작의 인지도에 비해 큰 호응을 얻었

되고 있다. 먼저, 아트 인퓨전의 효과는 제품의 유형

다는 점과(이동환, 2020), 아트의 유명도에 상관없

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기도 한다. 기능적 제품에서

이 아트가 주입된 패키지가 제품 태도에 더 긍정적

는 간접 차용 제품의 디자인 태도가 긍정적이었으며

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전인수, 엄지윤, 2014)에

쾌락적 제품에서는 직접적으로 차용한 제품의 디자

따르면, 대중적 인지도가 높지 않은 작품 또한 인

인 태도가 더욱 긍정적이었다(주우진, 정보희, 김한

퓨전 효과를 유도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지

구, 2010). 실용재와 쾌락재는 차용된 작품과의 적합

도보다는 비교가 적절한 작품을 선택하여 아트인

성과 친숙성에 따라 소비자 태도에 차이를 나타내기

퓨전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도 한다(이명천, 문성연, 김정현, 2010). 한편 천용
석, 전종우(2011)의 연구에서는 제품 유형에 따라

2. 조화 가설(match-up hypothesis)

아트 광고의 효과가 항상 일정하지 않으며, 쾌락적
제품에 아트가 주입되면 효과가 극대화되지만 실용

광고의 요소들이 서로 적절히 어우러지는 것을

적 제품에서 소비자의 관여도가 높은 경우에는 아트

말하는 적합성은 소비자의 광고 평가에 중요한 작

광고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아트 광고

용을 한다. 적합성은 브랜드 전략과 함께 등장하였

의 후광효과(halo effect)는 소비자의 주변 경로 사고

으며, 제품의 양상과 소비자의 양상 간의 조화로

과정에서 예술작품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단순

정의된다(황인석, 2011). 즉, 특정 제품이 가지고

추론을 통해 제품에 대한 태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있는 속성과 이미지가 소비자 자신의 이미지와 일

(천용석, 전종우, 2011). 이러한 아트 인퓨전 효과는

치한다고 생각할 때 높은 적합성 수준을 지각하게

제품과 아트의 적합성이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김

된다(박현희, 2014). 또한 적합성은 소비자의 자아

지애 & 김형준, 2015; 이명천 등, 2010; 한여훈, 2013),

와 제품을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소비자의 이미지

제품유형의 조절효과가 나타난다(이명천, 문성연,

간의 일치로 정의되는 자아 적합성과, 소비자와 제

김정현, 2010). 그 밖에도 소비자의 개인적 특성

품의 매력성이나 분위기와 같은 속성 간의 일치를

즉, 소비자 개인의 예술 숙지도(전인수, 엄지윤,

의미하는 기능적 적합성으로 구분된다(Puccinelli

2014), 아트 가치지각과 사전지각(박종미, 진홍근,

et al., 2007). 이러한 제품의 특징과 정보에 대한

김민정, 2013), 문화접근성(김정현, 2009), 예술적

적합성을 지각해 나타나는 소비자 태도와 행동은

수준과 아트 친숙성(박종미 등, 2013; 김지애, 김형

조화 가설에 기반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조화라는

준, 2015) 등 다양한 개인적 특성이 아트 광고 효과에

단어를 일치성, 적합성, 관련성, 일관성 등 다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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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사용하고 있다. 조화가설은 광고모델의 유형에

기도 한다. 반면에 광고요소 간의 부조화가 오히려

따라 광고효과가 달라질 것이라는 접근방식에서

소비자의 궁금증을 증폭시켜 정보처리동기를 증

시작되었다(Friedman & Friedman, 1979). 사회적

가시킬 수 있다(이정교, 2005). 롯데칠성음료의 칸

적합이론에 근거한 조화가설은 유명모델의 신체

타타는 바흐(Johann Sebastian Bach)의 음악 <커피

적 매력이 제품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한다. 광고모

칸타타: Coffee Cantata BWV 211>에서 이름을 딴

델의 이미지가 제품의 특성과 일치할 경우 광고태

제품이다. 그러나 정작 제품 패키지에는 고흐의 작

도와 브랜드태도가 긍정적이며(양윤, 채영지, 2004),

품을 사용해, 바흐의 음악에서 가져온 이름에 고흐

더욱 쉽게 기억되고 광고모델에게까지 긍정적인

의 명화를 인퓨전한 디자인은 적합하지 않다는 평

영향을 미친다(Misra & Beatty, 1990). 예를 들어,

을 받았다(Kim, 2017.5.14.). 이는 국내에서 인지도

신체적 매력과 연결되는 제품인 면도기, 고급 승용

를 충분히 확보한 아트 인퓨전의 소재가 부족한

차 등은 유명인 모델과의 적합성을 통해 소비자

것에 기인하지만(이동환, 2020), 불완전한 적합성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매력성과 관

이 새로운 조화를 형성한 실무적 사례로 이해할

련이 없는 가정용 컴퓨터에 대한 태도에는 유명

수도 있다.

모델의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Kahle &

본 연구에서는 요가 제품 광고에 대한 요소들

Homer, 1985). 조화가설은 모델의 신체적 매력성

간의 적합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오늘날 삶의 질에

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같은 다른 속성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주 52시간 근무제

도 영향을 받는다. 매력성이 높은 모델과 낮은 모

가 시행되면서 시간적 여유가 늘어남에 따라 여가

델, 그리고 전문성이 높은 모델과 낮은 모델을 각

시간을 활용하여 스포츠 활동을 하는 직장인들도

각 다른 제품의 모델로 등장시켰을 때 매력성과

늘어났다. 그 중 요가는 직장인뿐만 아니라 남녀노

전문성의 차이에 따라 적절성과 적합성에 영향을

소 가리지 않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대중적인 운

미쳤으며 광고효과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Till &

동이 되었다. 아트유형과 요가라는 동양적 제품 간

Busler, 2000). 이밖에 유명 모델의 신체적 매력과

의 적합성을 중심으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브랜드의 적합성이 높을 때, 모델의 신체적 매력

보고자 한다.

외에도 신뢰성과 전문성이 제품의 속성과 일치할
때, 그리고 광고모델과 메시지의 조절초점 간의 적

3. 아트 유형

합성이 높을 때 광고 효과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
다(Kahle & Homer, 1985; Till & Busler, 2000; 허종

3.1 서양화와 동양화

호 외, 2013). 조화가설은 단순히 광고모델뿐 아니

서양의 중국, 일본, 한국 미술에 대한 관심은 점

라 다른 광고 요소들과 제품 간의 적합도를 설명하

차 증가되고 있으며, 중국 미학은 서구에 어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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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오병욱, 1988). 회화는 동양

나라의 미론에 대한 차이는 세계관에서 오며 이러

화와 서양화로 구분되지만 단순히 서양인이 그렸

한 삶에 대한 이해와 추구의 차이는 동서양의 예술

다고 해서 서양화, 동양인이 그렸다고 동양화로 분

적 가치 실현에도 나타난다. 또한 문화권에 따른

류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문화 교류가 적었던 과거

범주화 연구에 따르면 동양인은 서양인보다 관계

회화에서는 작가의 사상과 감정이 깊게 가미되어

지향적인 범주화 경향이 있으며, 서양인보다 중심

풍채와 재료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상의 주변에 대한 인식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

경치를 그린 그림에 대해, 동양에서는 산과 물을

났다(Masuda & Nisbett, 2001). 따라서 동양화는

그린 그림이라 하여 산수화, 서양에서는 풍경화라

서양의 모방론이 아닌 주변 풍경을 인식하여 관계

고 칭한다. 산수화(山水畫)의 재료는 수묵이며 수

지향적인 표현론이 발달하였다. 즉 동양의 산수화

묵화의 역사와 함께한다. 자연을 통해 작가의 감정

에서는 서양의 원근법과 다르게 삼원법이 발달하

과 정신세계를 담으며, 보이는 그대로 자연을 그리

게 되었다.

는 것이 아닌 대상의 특징을 부각시켜 크기, 모양,

이러한 동서양의 회화는 아트인퓨전의 소재로

위치를 재구성한다. 산수화에 쓰이는 기법은 고원,

서 모두 폭넓게 사용된다. 잘 알려진 서양의 명화

평원, 그리고 심원을 이용한다. 이를 삼원법이라고

뿐만 아니라 동양화의 표현이 잘 두드러지는 사례

칭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서양의 풍경화는 3차원

도 다수 발견된다. 2002년 조흥은행은 동양의 수묵

공간의 자연을 눈으로 관찰하여 평면에 보기 좋게

화를 이용하여 수묵의 번짐과 흑백의 대조를 통해

배치한 그림이다. 풍경화에서 쓰이는 대표적인 기

호랑이의 역동적인 모습을 통해 강한 인상을 심어

법은 원근법이며, 원근법을 이용해 대상의 공간을

주었다(김민, 김효성, 2010). 2010년 LG 죽염 치약

사실적으로 나타내어 표현하는 것이 풍경화의 특

광고에서도 필묵을 통해 거친 느낌이 나는 바위와

징이다. 이러한 동서양의 차이를 조송식(2003)은

그와 대비되는 부드러운 느낌의 풀을 수묵화로 표

각각 일원론적 세계관, 이원론적 세계관으로 나누

현해 기업이 강조하고자 한 제품의 치유적 특성을

어 설명하였다. 세계관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전달하였다(윤지영, 2012). 한국적 정서와 가치관

대해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형성되는 삶의 방

이 드러나는 광고는 서양화가 주는 특성과는 확연

향성에 기반이 될 수 있다. 일원론적 세계관은 우

한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동양화와 서양화로 구

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세계의 본체로, 현실을

분한 아트유형이 소비자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지

벗어날 수 없으며 그만큼 현실적 삶을 중요하게

검증해보고자 한다.

생각하는 세계관이다. 이원론적 세계관은 현실의

광고 효과를 가늠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인 태

삶은 가변적이고 일시적이며 진짜 세계는 현실을

도는 소비자가 특정 광고 자체에 대해 선호하거나

벗어난 다른 곳에 있다고 가정하는 세계관이다. 각

선호하지 않는 감정적 반응을 의미한다(Lutz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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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이에 따르면 광고태도는 체계적이고 합리

구매행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구매의도는 대상

적인 의사결정이 아닌 선호도에 따라 움직이는 소

에 대한 태도보다 더 정확히 행동을 예측하며 신념

비자의 심리라 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들이 광고

과 태도가 행동화되는 주관적 가능성이라 할 수

에 노출된 후 느끼는 감정과 판단을 형성해 브랜드

있다(Davidson & Jaccard, 1979).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예측변수이며,

앞서 살펴본 조화가설 관점에서 보면 소비자의

소비자가 얼마나 광고를 좋아하는지에 따라 구매

태도는 제품과 광고요소 간의 적합성이 일치할 때

의도에 대해서도 매개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표라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동양적인 문화적 성

할 수 있다(Mitchell & Olson, 1981; Hayley &

향을 지닌 한국인들의 입장에서 아트인퓨전에 사

Baldinger, 1991). 광고가 소비자의 태도를 변화시

용된 아트의 유형이 서양화보다는 동양화에 더 긍

킨다는 태도 형성 모델의 대표적인 이론은 다속성

정적인 태도를 보일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모델, 단순노출효과 이론, 정교화 가능성 모델 등

아트유형과 소비자 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설

이 있다(Fishbein, 1963; Zajonc, 1968; Petty &

을 설정하였다.

Cacioppo, 1986). 소비자가 광고에 대해 갖게 되는
광고태도가 구매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연구문제 1 아트유형에 따른 소비자 태도는 어떠한가?

대한 연구는 광고학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

가설 1-1 서양화를 사용한 광고보다 동양화를 사용

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심리적 인식에 따라

한 광고에 대한 광고태도가 더 긍정적일 것이다.

달라지는 개인적 성향의 요소를 독립적 변인으로

가설 1-2 서양화를 사용한 광고보다 동양화를 사용

설정한 선행연구도 다수 존재한다. 두 번째로, 제

한 광고에 대한 제품태도가 더 긍정적일 것이다.

품태도는 소비자가 제품에 대하여 호의적이거나

가설 1-3 서양화를 사용한 광고보다 동양화를 사용

비호의적으로 반응하는 성향을 말한다. 아트유형

한 광고에 대한 구매의도가 더 긍정적일 것이다.

과 관련된 제품태도에 대한 연구로, 제품유형과 명
화 차용 형태에 따라 디자인 태도와 제품태도는

4. 문화적합도

상이하게 나타났다(주우진 외, 2010). 또한 아트
유형과 브랜드콘셉트 유형 간의 상호작용은 제품

4.1 광고 모델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서정, 전

광고 모델은 광고주를 대신하여 광고의 의미나

종우, 2017). 즉 아트유형은 독립적으로 혹은 관련

브랜드의 특정한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광고에

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각적으로 제품태도

등장하는 인물 혹은 기타 매개체를 의미한다(정기

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구매의도

한, 박민영, 신재익, 2007).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는 구매태도와 구매행동 사이에 위치해 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여 태도를 형성시키고 구매행동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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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는 역할을 한다. 광고 모델의 유형(type of

연구 결과 소비자들은 자신과 동일한 인종이나 국

endorsers)은 크게 유명인과 비유명인, 전문가와

적을 가진 모델을 선호하였다. 즉 백인소비자들은

비전문가 그리고 유명인, 전문인, 일반소비자 등

백인모델을, 흑인소비자들은 흑인모델이 나오는

다양하게 분류된다(김재진, 박미령, 2011). 유명인

광고에 대해 긍정적이었다(Barban & Cundiff, 1964;

은 광고 제품과 관련이 없지만 대중에게 인지도가

Schleifer & Dunn, 1968). 외국인 모델에 대한 연구

높은 사람을 말한다. 스포츠 스타, 연예인, 코미디

는 대부분 미국에서 진행되어 왔다(김상조, 2007).

언 등이 이에 속한다. 전문가 모델은 광고하는 제

1990년대 이후에는 단순히 자신과 유사한 모델을

품에 대한 지식이 일반인보다 뛰어난 사람을 뜻한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 즉 직업, 기술, 경험을 토대로 소비자들에게

모델의 국적 효과가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해당 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신뢰도를 높일

(Peñaloza, 1994; Ueltschy & Krampf, 1997; Whittler,

수 있다.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제품이나 제품의

1989; Whittler & Spira, 2002).

안전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을 때 광고 모델로 전문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문화권 간의 정보의 벽은

가가 적합하다. 전문가는 소비자의 불확실성과 불

점차 사라져 트랜드가 공유되고 있다. 이제는 타국

안함을 완화시켜줄 수 있기 때문이다(김재진, 박미

의 트랜드와 문화가 어색한 것이 아니며, 젊은 세

령, 2011). 마지막으로 일반소비자 모델은 기업 제

대에게는 문화의 유입과 동화가 자연스럽다. 그에

품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소비자들에

따라 광고에서 외국인 모델의 사용 비중은 점차

게 강한 동일시를 발생시킨다. 소비자들은 자신과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광고모델을 유

신분이나 나이 그리고 직업이 유사한 사람으로부

명인과 비유명인 그리고 전문가와 비전문가로 나

터 정보를 얻을 때 더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누어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에 비해, 서양인과 동양

(Berscheid, 1966). 또한 광고 모델의 속성 중 매력

인 모델의 차이를 검증한 연구는 많지 않다. 국제

성은 소비자가 본인을 모델에 동일화시키는 심리

적인 기업이 다른 문화권의 소비자에게 제품을 광

적 과정을 거쳐 태도가 변하게 된다(곽동성, 김성

고할 때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다국적 기업

기, 2004).

이 겪게 되는 난제이다. 기업이 외국인 모델을 사

1960년대 이전의 미국의 경우 소수 인종과 흑인

용할 때 가장 먼저 논의해야 될 것은 소비자 대상

에 대한 인권 인식이 낮았기 때문에 광고 모델은

으로 마케팅요소를 표준화(standardization) 할지

대부분 백인이었다. 따라서 1960년대 이후에야 비

아니면 현지화(localization) 할 것인지에 대해서이

로소 외국인 모델과 흑인 모델에 대한 소비자 선호

다. 이를테면 해외에서 국내로 진출하게 되는 기업

도 연구와 자국민과 타국민에 대한 선호도 차이에

은 표준화 전략을 사용해 서양모델을 그대로 쓸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Holland & Gentry, 1999).

것인지, 아니면 현지화 전략을 사용해 동양모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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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 것인지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광

화한다. 이어서 광고모델에 대한 동일시가 일어나

고 제품과의 적합도 또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면서 광고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한편, 매력적

(Cohen, 1992). 광고모델이 제품에서 전달하고자

인 모델의 경우 소비자의 심리적 관여는 내면화보다

하는 이미지와 부합한다면 소비자는 제품과 광고

동일시의 개념으로 설명되기도 한다(이미아, 추호

에 대해 좋게 평가하며(Baker & Churchill, 1977),

정, 안민아, 2011). 동일시라는 개념은 켈만(Kelman,

브랜드의 이미지가 광고 모델의 이미지와 일치한

1961)이 제시하였으며, 주로 브랜드 충성도와 자아

다면 광고효과가 높아진다(이승희, 2005). 결국 광

개념과 함께 마케팅 분야에서 활용되었다. 이러한

고 모델의 이미지가 제품 이미지와 어울릴수록 효

동일시 효과는 일반소비자 모델뿐만 아니라 앞서

과적이라는 것이다.

언급한 모든 광고모델의 유형에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인 소비자들은 광고모델의 이미지

모델동일시는 광고모델과 동일한 브랜드를 이용하

에 따른 광고효과를 논할 경우 조화가설에 기반하

여 자신도 그 브랜드를 상징하는 이미지와 동일시하

여 기본적으로 서양모델보다 동양모델을 선호할

려는 욕구이다(이중석, 2007). 사회학습이론에서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에 따라 모델유형과 태

개인을 모델링하는 과정의 하나로 동일시를 설명하

도에 대해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였다. 즉 소비자가 매력적인 모델과 본인이 비슷하
다고 생각하거나, 모델과 닮고 싶어 하는 심리라고

 연구문제 2 모델유형에 따른 소비자 태도는 어떠한가?

정의할 수 있다(Bandura, 1977). 모델동일시는 평가

가설 2-1 서양모델이 등장하는 광고보다 동양모델이

적 측면에서는 대상과 연결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등장하는 광고에 대한 광고태도가 더 긍정적일 것이다.

가치 함축의 의미, 감정적 측면에서는 대상에 대한

가설 2-2 서양모델이 등장하는 광고보다 동양모델이

감정적인 몰입, 그리고 인지적 측면에서는 자아 범

등장하는 광고에 대한 제품태도가 더 긍정적일 것이다.

주화(self-categorization)의 세 가지 측면으로 개념

가설 2-3 서양모델이 등장하는 광고보다 동양모델이

화되기도 한다(Bergami & Bagozzi, 2000). 조직과의

등장하는 광고에 대한 구매의도가 더 긍정적일 것이다.

동일시와 다르게 매력적인 모델 개인에 대한 동일시
는 감성적 애착이나 심리적 연관성과 같은 감정의

4.2 모델동일시

차원으로 사용되었다. 모델의 매력을 통해 자기 자

광고모델의 효과에서 심리적 기제는 동일시와

신도 우월해지고 싶은 욕구도 모델동일시 감정에

내면화로 구분된다(Wilson & Sherrell, 1993). 광고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현재 광고모델의 인종에 따

모델의 정보에 대한 내면화와 광고모델과의 동일시

른 모델동일시와 후속 효과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

를 통해서 설득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먼저 소

않아 보인다. 따라서 모델동일시의 효과에 대해 알

비자는 광고모델의 속성을 통해 광고 메시지를 내면

아보고자 한다. 모델동일시는 감정적 몰입으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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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되기도 하므로 소비자가 모델과 본인을 동일시할
수록 태도가 긍정적일 것을 예상할 수 있다.

4.3 민족정체성
민족정체성은 문화의식(sense of culture)에서 시
작된다. 민족정체성은 개인이 민족의 일원이라 느

 연구문제 3 모델동일시에 따른 소비자 태도는 어떠
한가?
가설 3-1 모델동일시가 높을수록 광고에 대한 광고
태도가 더 긍정적일 것이다.
가설 3-2 모델동일시가 높을수록 광고에 대한 제품
태도가 더 긍정적일 것이다.
가설 3-3 모델동일시가 높을수록 광고에 대한 구매
의도가 더 긍정적일 것이다.

나아가 아트 유형과 모델 유형, 그리고 모델동일
시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
체적으로 제품에 아트 유형이 적합할 경우 모델동일
시가 높을수록 제품과 보다 관련 있는 동양모델을
사용한 광고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 것이라 예상하
였다. 그에 따라 설정한 가설들은 다음과 같다.

끼는 것으로, 민족의 가치를 지속시키려는 정도라
설명할 수 있다. 민족정체성은 민족성, 민족적인
배경, 민족 충성도, 민족적 구분, 민족적 식별로도
표현된다(Green, 1999; Amin, 2002). 민족적 특성과
소속의식에서 나타나는 민족정체성은 두 가지 측면
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로는 그 민족의 특징인
혈통, 종족, 종교, 언어 그리고 생활방식인 객관적인
측면으로 표출된다. 두 번째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 측면으로 나타나게 된다(정영훈, 2002).
Keillor와 Hult(1999)는 민족정체성의 주관적 측면
의 구성요소를 문화적 동질감(cultural homogeneity),
민족적 유산(national heritage), 그리고 자민족중심
주의(ethnocentrism)로 제시했다. 문화적 동질감은
특정 국가 내에 있는 많은 하위문화들은 민족정체성
에 부정적이라 가정한다. 예를 들어, 다양한 인종이

 연구문제 4 아트유형, 모델유형 그리고 모델동일시

존재해 미국의 민족정체성은 뚜렷하지 못하며, 한

에 따른 소비자 태도는 어떠한가?

국과 일본처럼 인종의 다양성이 낮은 국가는 더욱

가설 4-1 동양화의 경우, 모델동일시가 높은 집단이

민족정체성이 높게 나타난다(Taylor, 1982). 민족적

동양모델을 사용한 광고에 대한 광고태도가 더 긍정

유산은 역사적 인물 또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그

적일 것이다.

민족만의 고유한 역사적 문화의식과 감성이 반영된

가설 4-2 동양화의 경우, 모델동일시가 높은 집단이

다. 그 예로 한국인이 일본에 대해 반감을 지니고

동양모델을 사용한 광고에 대한 제품태도가 더 긍정

있는 맥락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민족중심주

적일 것이다.

의는 애국심이라고 표기하기도 한다. 자신의 민족

가설 4-3 동양화의 경우, 모델동일시가 높은 집단이

을 중심이라 여겨 문화의 관점을 자국을 기준으로

동양모델을 사용한 광고에 대한 구매의도가 더 긍정

한다(최호진, 전종우, 조재수, 2020). 자민족중심주

적일 것이다.

의와 유사하게 커뮤니케이션 수용이론(Communication

아트 유형과 모델 유형이 소비자 태도에 미치는 효과

103

Accommodation Theory; CAT)이 제시되었다(Giles,

자민족중심주의를 포함한 민족정체성과 관련된 연

1991). 커뮤니케이션 수용이론은 사회 구성원들이

구는 다양하게 수행되었다. 자민족중심주의 성향이

다른 문화의 유입에 따라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강한 집단에서는 외국인 모델의 매력성보다는 전문

문화 가치의 사상적 변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이

성이 광고태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자민족중심

다. 기존 문화에 다른 문화가 유입됨으로써 이종문

주의 성향이 약한 집단은 외국인 모델의 전문성보다

화를 받아들이게 되며 생기는 생활방식과 변화의

매력성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유승엽, 2006). 또한

정도를 수렴그룹, 일탈그룹, 그리고 지속그룹으로

자민족중심주의 성향이 높은 집단이 외국인 모델보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수렴(Convergence)그룹은

다 한국인 모델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유

다른 문화의 유입에 영향을 받지 않고 기존 문화의

승엽, 김재영, 2007). 이렇듯 자민족중심주의 성향

전통을 고수하는 그룹을 말한다. 일탈(Divergence)

이 높은 소비자들은 외국제품보다 국산제품을 더

그룹은 수렴그룹과 상반된 개념이다. 이들은 전통

선호하며 외국제품에 대한 성능인식, 구매의도에도

을 고수하지 않고 새로운 문화 가치를 쉽게 받아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자민족중심

인다. 마지막으로 지속(Maintenance)그룹은 다른

주의는 민족정체성과 직접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기

문화가 유입되었을 때 기존 문화를 고수하면서 새로

도 하며(Sharma et al., 1994), 민족정체성이 지나치

운 문화도 함께 받아들이는 이들을 지칭한다. 즉

게 강화될 때 자민족중심주의로 발전하기도 한다

한 쪽 문화에 치우치지 않고 기존 문화와 이종의

(양계민,2009).

문화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는 그룹이라 말할 수

시각정보는 언어를 초월하기 때문에, 광고 요소

있다. 문성준과 오세종(2005)은 이러한 이론을 바탕

중 가장 중요하게 취급된다(Whiteclock & Chung,

으로 한국 문화를 고수하는 수렴그룹은 한국인 모델

1989). 따라서 비언어적 메시지로 광고의 의미를

을 선호하는 성향을 보이고, 일탈그룹은 서양모델,

해석하는 과정에는 문화적 배경이 영향을 미칠 것

지속그룹은 모델의 인종 유형에 크게 영향을 받지

으로 보인다. 문화적 가치 차이를 고려한 모델의

않을 것이라 주장했다. 연구결과 지속그룹에 대해

사용은 광고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유승엽,

서는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수렴그

김재영, 2007). 따라서 민족정체성에 따른 소비자

룹에 속한 소비자들은 한국 모델을 선호하였으며

의 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선행연구에 따르

일탈그룹에 속해있는 소비자들은 서양 모델을 선호

면 자민족중심주의는 민족정체성이 강할 때 나타

하였다. 이를 통해 소비자 개인의 문화적 가치와

나며, 이러한 민족정체성은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모델 선호도 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민족정체성을 높게

밝혔다. 유사하게 민족정체성이 높을수록 한국인

지각할수록 본인과 동일한 인종 모델에 대해 긍정

광고모델에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냈다(조재현, 2006).

적일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한편 민족정체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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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세계관에 대한 인식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에 대한 동일시가 높을 때 구매의도가 더 긍정적일

조송식(2003)은 동서양의 차이를 세계관으로 설명

것이다.

했다. 세계관의 차이는 삶의 방향성에 기반하며 예
술적인 가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에 따
르면 민족정체성이 높은 집단일수록 동양화를 선

연구방법

호하며 그에 어울리는 동양모델에 더욱 긍정적일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민족정

1. 표본, 실험물

체성은 모델유형에 따라 모델동일시에도 차이를
보여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에 따라 설정
한 가설들은 다음과 같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2(아트인퓨전: 동양화 vs.
서양화) X 2(모델 유형: 동양인 vs. 서양인) 집단
간 실험 설계를 구성하였다. 제품은 요가매트를 선

 연구문제 5 아트유형, 모델유형 그리고 민족정체성

정하였다. 먼저 실험물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에 따른 소비자 태도는 어떠한가?

사전조사를 실시했다. 광고의 배경에 쓰일 동서양

가설 5-1 민족정체성이 높은 집단이, 동양화에 동양

화를 각각 한 점씩 제작한 후 응답자들에게 각각

모델을 사용한 광고태도가 더 긍정적일 것이다.

“위 그림은 동양화(서양화)처럼 보인다.”문항을 제

가설 5-2 민족정체성이 높은 집단이, 동양화에 동양

시하여 리커트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무선배치

모델을 사용한 제품태도가 더 긍정적일 것이다.

방식에 따라 응답자들을 4개 유형 중 1가지 유형에

가설 5-3 민족정체성이 높은 집단이, 동양화에 동양

할당되도록 하여 설문조사 실시했다. 남성 107명

모델을 사용한 구매의도가 더 긍정적일 것이다.

여성 84명의 총 191명을 대상으로 광고에 쓰일 아
트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연구문제 6 모델유형, 모델동일시 그리고 민족정체

분석하였다. <표 1>을 보면 동양화 설문 문항에서

성에 따른 소비자 태도는 어떠한가?

동양화(M = 6.52, p < 0.001)는 서양화와 유의미한

가설 6-1 민족정체성이 높은 집단의 경우 동양모델

차이가 나타났으며, 서양화 설문 문항에서 서양화

에 대한 동일시가 높을 때 광고태도가 더 긍정적일

그림(M = 5.52, p < 0.001) 또한 유의미한 수준으로

것이다.

적합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해당 이미지를 광고물

가설 6-2 민족정체성이 높은 집단의 경우 동양모델

의 배경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에 대한 동일시가 높을 때 제품태도가 더 긍정적일

이어서 본 실험에서는 사전조사에서 검증을 마친

것이다.

동양화와 서양화를 광고의 배경에 삽입하여 실험

가설 6-3 민족정체성이 높은 집단의 경우 동양모델

자극물을 제작하였다<부록 1>. 피험자들을 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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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사전조사 결과
문항
동양화
서양화

아트 유형

N

Mean

SD

동양화

54

6.52

.64

서양화

47

2.21

1.74

동양화

43

3.05

2.31

서양화

46

5.52

1.87

t

p

16.024

.000

-5.534

.000

<표 2> 실험자극물에 따른 참가자 수
모델 유형
아트 유형

동양인

서양인

합계

동양화

47(36%)

42(39%)

89(38%)

서양화

82(64%)

65(61%)

147(62%)

129(55%)

107(45%)

236(100%)

합계

유형과 모델 유형에 따라 4가지 집단으로 구분하였

성은 ‘나는 한국인이라는 민족적 배경이 자랑스럽

다. 아트 유형에 따라 동양화 배경 광고물에 동양인

다,’ ‘나는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다,’ ‘나는 한국

모델과 서양인 모델을, 그리고 서양화 배경 광고물

문화와 전통을 사랑한다,’ ‘나는 한국의 역사, 전통,

에 동양인 모델과 서양인 모델을 배치하였다. 2020

관습, 윤리에 영향을 받는다,’ ‘나는 일상생활에서

년 9월 국내 피트니스 웨어 매출 상위 3개 브랜드는

한국적으로 생각한다,’ ‘나는 한국 문화에 대한 깊

모두 영문 로고를 사용하고 있었다(Ko랭킹;www.

은 이해를 하고 있다,’ ‘나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

koranking.com). 따라서 가상의 브랜드는 영문로고

성을 강하게 느낀다’ 등 7개 문항을 7점 척도로 측

로 제작하였다. 실험대상자는 경기 소재 대학교에

정하였다(Jun, Ham, & Park, 2014). 광고태도는 5

재학 중인 학부생 23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남성이

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Lutz, Mackenzie & Belch,

80명(%), 여성이 156명(%), 연령은 만 19세부터 29세

1983). 제품태도는 6개 문항을 구성하여 7첨 척도

까지 분포했으며 평균 연령은 만 22.8세(표준편차

로 측정하였다(Hagtvedt & Patrick, 2008; Mackenzie,

2.469)였다. 본 실험도 사전조사와 마찬가지로 무선

Lutz, & Belch, 1986). 구매의도는 3개 문항을 구성

배치방식에 따라 실험자들을 4개의 유형 중 1개의

하여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Goldsmith, Lafferty, &

유형에 할당되도록 하였다<표 2>. 이어서 컬러 광고

Newell, 2000; Till & Busler, 2000).

물을 제시하여 설문에 답하도록 하였다.

2. 측정

결과

모델동일시 감정은 3개의 문항을 7점 척도로 측

먼저 측정 요인들의 문항 간 Cronbach’s a 값은

정하였다(이미아, 추호정, 안민아, 2011). 민족정체

모델동일시가 .889, 민족정체성은 .879, 광고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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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광고태도에 대한 아트유형, 모델유형, 모델동일시의 분산 분석 결과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p

아트유형 (A)

2.253

1

2.253

1.818

.179

모델유형 (B)

10.374

1

10.374

8.372

.004

모델동일시 (C)

70.331

1

70.331

56.755

.000

A * B

1.091

1

1.091

.881

.349

종속변인

광고태도

소스

A * C

.346

1

.346

.280

.598

B * C

5.038

1

5.038

4.065

.045

2.174

1

2.174

1.754

.187

282.537

228

1.239

F

p

A * B * C
오차

<표 4> 제품태도에 대한 아트유형, 모델유형, 모델동일시의 분산 분석 결과
종속변인

제품태도

소스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아트유형 (A)

2.126

1

2.126

1.370

.243

모델유형 (B)

8.335

1

8.335

5.369

.021

모델동일시 (C)

45.885

1

45.885

29.557

.000

A * B

.544

1

.544

.350

.555

A * C

.023

1

.023

.015

.903

B * C

2.854

1

2.854

1.839

.176

A * B * C

.200

1

.200

.129

.720

349.295

225

1.552

오차

는 .941, 제품태도는 .968, 그리고 구매의도는 .933

모델유형(F=8.372, p=.004), 모델동일시(F=56.755,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아트 유형과 모델 유형

p=.000)에서 주효과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동양

그리고 모델동일시의 주효과와 추가적으로 민족

모델에 대한 광고태도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으

정체성을 조절변인으로 두었을 때, 상호작용에 따

며, 모델동일시는 저동일시 집단(M=3.410) 보다

른 아트 인퓨전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독립변

고동일시 집단(M=4.752)의 광고태도가 더 긍정적

인별 두 개의 집단 구분은 중위수보다 평균값을

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2-1>과 <가설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평균값

3-1>은 지지되었으며 서양화 대비 동양화를 사용

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가설을 검증하

한 광고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 것이라는 <가설

기 위해 ANOVA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독립 변인

1-1>은 기각되었다. 광고태도에 대한 변인 간의 상

이 각 종속 변인에 미치는 영향 및 변인 간 상호작

호작용을 분석한 결과 모델유형, 모델동일시 간의

용을 분석하였다.

상호작용이 p<0.05의 수준의 결과 값을 보였다

먼저 광고태도에 대한 아트유형, 모델유형 그리

(F=4.065, p=.045). 이는 모델유형과 모델동일시가

고 모델동일시 분산 분석 결과, 광고태도에 대한

결합하면서 종속변인인 광고태도에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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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구매의도에 대한 아트유형, 모델유형, 모델동일시의 분산 분석 결과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p

4.786

1

4.786

2.439

.120

모델유형 (B)

1.842

1

1.842

.939

.334

모델동일시 (C)

98.449

1

98.449

50.171

.000

.033

1

.033

.017

.897

A * C

.532

1

.532

.271

.603

B * C

4.544

1

4.544

2.316

.129

.279

.598

종속변인

소스
아트유형 (A)

구매의도

A * B

A * B * C
오차

.548

1

.548

443.476

226

1.962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5>를 보면 동양모델

구매의도에 대한 아트유형, 모델유형, 모델동일

을 사용했을 때 모델동일시가 높은 집단의 광고태

시의 분산 분석 결과, 모델동일시(F=50.171, p=.000)

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동양화의 경우

에서 주효과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모델동일시

모델동일시가 높은 집단에서 동양모델에 대한 광

중 저동일시 집단(M=2.739) 보다 고동일시 집단

고태도가 긍정적일 것이라는 <가설 4-1>은 삼원상

(M=4.290)에서 구매의도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

호작용이 나타나지 않아 기각되었다.

다. 따라서 <가설 3-3>은 지지되었으며 아트유형과

제품태도에 대한 아트유형, 모델유형, 모델동일

모델유형 관련 <가설 1-3>과 <가설 2-3>은 기각되었

시의 분산 분석 결과, 제품태도에 대한 모델유형

다. 동양화의 경우 모델동일시가 높은 집단에서 동

(F=5.369, p=.021), 매력동일시(F=29.557, p=.000)

양모델을 사용한 광고에 대한 구매의도가 더 긍정적

에서 주효과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모델 유형은

일 것이라는 <가설 4-3>도 기각되었다. 구매의도

동양인일 때, 모델동일시는 저동일시 집단(M=3.571)

또한 모델 동일시의 주효과 외에 상호작용효과가

보다 고동일시 집단(M=4.707)에서 광고태도가 긍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2-2>와 <가
설 3-2>가 지지되었으며, 서양화보다 동양화를 사용
한 광고에 대한 제품태도가 더 긍정적일 것이라는
<가설1-2>는 기각되었다. 동양화의 경우 모델동일
시가 높은 집단에서 동양모델을 사용한 광고에 대한
제품태도가 더 긍정적일 것이라는 <가설 4-2>도
기각되었다. 광고에 대한 소비자 반응과 달리 제품
에 대한 태도는 아트 유형과 모델의 상호작용 효과
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5> 구매의도에 대한 아트유형, 모델유형, 모델동일시의 분산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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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광고태도에 대한 아트유형, 모델유형, 민족정체성의 분산 분석 결과
소스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p

아트유형 (A)

2.336

1

2.336

1.563

.212

종속변인

광고태도

모델유형 (B)

38.196

1

38.196

25.562

.000

민족정체성 (C)

170.181

1

170.181

11.498

.001

A * B

70.243

1

70.243

4.848

.029

A * C

.072

1

.072

.048

.826

B * C

4.324

1

4.324

2.894

.090

.155

.694

A * B * C
오차

.231

1

.231

339.194

227

1.494

모두 검증되지 않았는데 이는 아트 인퓨전과 모델의

p=.029). 이는 아트유형과 모델유형이 결합하면서

상호작용 효과가 구매에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

종속변인인 광고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는 것을 보여준다.

수 있다. <그림 6>을 보면 동양화 배경에 동양 모

광고태도에 대한 아트유형, 모델유형, 민족정체

델이 등장했을 때 광고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

성의 분산 분석 결과<표 6>, 모델유형(F=25.562,

다. 하지만 각 변인간의 삼원상호작용효과는 나타

p=.000)과 민족정체성(F=11.498, p=.001)에서 주

나지 않아 민족정체성이 높은 집단이 동양모델에

효과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동양 모델일 때, 민

대한 동일시가 높을 때 광고태도가 더 긍정적일

족정체성 저정체성 집단(M=3.896) 보다 고정체성

것이라는 <가설 5-1>은 기각되었다.

집단(M=4.419)에서 광고태도가 더 긍정적인 것으

제품태도에 대한 아트유형, 모델유형, 민족정체

로 나타났다. 광고태도에 대한 변인 간의 상호작용

성의 분산 분석 결과<표 7>, 제품태도에 대한 상호

을 분석한 결과 아트유형, 모델유형 간의 상호작용

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민족정체성이 높

이 p<0.05의 수준의 결과 값을 보였다(F=4.848,

은 집단이 동양화와 동양모델을 사용한 광고에 대
한 제품태도가 더 긍정적일 것이라는 <가설 5-2>는
기각되었다. 그 외 모델유형(F=15.634, p=.000)에
서 주효과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동양인 모델일
때 구매의도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족
정체성을 포함한 연구 설계에서도 광고태도와 달
리 제품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구매의도에 대한 아트유형, 모델유형, 민족정체
성의 분산 분석 결과, 모델유형(F=7.035, p=.009)

<그림 6> 아트유형 * 모델유형 상호작용 효과

에서 주효과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동양 모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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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제품태도에 대한 아트유형, 모델유형, 민족정체성의 분산 분석 결과
소스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p

아트유형 (A)

2.835

1

2.835

1.625

.204

모델유형 (B)

27.269

1

27.269

15.634

.000

민족정체성 (C)

6.352

1

6.352

3.642

.058

A * B

3.066

1

3.066

1.758

.186

A * C

.036

1

.036

.021

.886

B * C

5.092

1

5.092

2.919

.089

.695

.405

종속변인

제품태도

A * B * C
오차

1.213

1

1.213

392.444

225

1.744

<표 8> 구매의도에 대한 아트유형, 모델유형, 민족정체성의 분산 분석 결과
소스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p

모델유형 (A)

9.786

1

9.786

8.197

.005

모델동일시 (B)

75.211

1

75.211

62.999

.009

민족정체성 (C)

8.254

1

8.254

6.913

.009

A * B

1.773

1

1.773

1.485

.224

A * C

1.141

1

1.141

.956

.329

B * C

.826

1

.826

.692

.406

A * B * C

1.255

1

1.255

1.051

.306

271.006

227

1.194

종속변인

광고태도

오차

때 구매의도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가설2-3>.

로 나타났다. 모델유형, 모델동일시 그리고 민족정

구매의도에 대한 상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아 <가설

체성 간의 상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아 <가설6-1>은

5-3>는 기각되었다. 아트 인퓨전과 모델, 민족정체

기각되었다. 아트 인포전 효과를 제외하면 모델과

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구매의도에까지 연결되지

민족정체성의 상호작용 효과는 광고태도에서도 확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인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광고태도에 대한 모델유형, 모델동일시, 민족정

제품태도에 대한 모델유형, 모델동일시, 민족정

체성의 분산 분석 결과, 모델유형(F=8.197, p=.005),

체성의 분산 분석 결과, 모델유형(F=4.364, p=.038),

모델동일시(F=62.999, p=.009), 민족정체성(F=6.913,

모델동일시(F=38.361, p=.000)에서 주효과가 나타

p=.009)에서 주효과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모

났다. 구체적으로 모델유형은 동양 모델일 때, 모델

델유형은 동양 모델일 때<가설 2-1>, 모델동일시

동일시는 저동일시 집단(M=3.571) 보다 고동일시

중 저동일시 집단(M=3.410) 보다 고동일시 집단

집단(M=4.707)에서 제품태도가 더 긍정적인 것으

(M=4.752)에서<가설 3-1>, 민족정체성은 저정체성

로 나타났다. 또한 모델유형, 모델동일시, 민족정체

집단 보다 고정체성 집단의 광고태도가 더 긍정적으

성 간 3원 상호작용을 나타냈다(F=5.831, p=.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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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광고태도에 대한 모델유형, 모델동일시, 민족정체성의 분산 분석 결과
소스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p

모델유형 (A)

9.786

1

9.786

8.197

.005

모델동일시 (B)

75.211

1

75.211

62.999

.009

민족정체성 (C)

8.254

1

8.254

6.913

.009

A * B

1.773

1

1.773

1.485

.224

A * C

1.141

1

1.141

.956

.329

B * C

.826

1

.826

.692

.406

A * B * C

1.255

1

1.255

1.051

.306

271.006

227

1.194

F

p

종속변인

광고태도

오차

<표 10> 제품태도에 대한 모델유형, 모델동일시, 민족정체성의 분산 분석 결과
종속변인

제품태도

소스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모델유형 (A)

6.502

1

6.502

4.364

.038

모델동일시 (B)

57.156

1

57.156

38.361

.000

민족정체성 (C)

.663

1

.663

.445

.505

A * B

1.570

1

1.570

1.053

.306

A * C

.742

1

.742

.498

.481

B * C

1.542

1

1.542

1.035

.301

5.831

.017

A * B * C
오차

8.688

1

8.688

335.238

225

1.490

<그림 7> 모델유형 * 모델동일시 * 민족정체성 상호작용 효과

<그림 7>을 보면 민족정체성이 낮은 집단에서 서양

성이 높은 집단의 경우 동양모델에 대한 동일시가

모델에 대한 동일시가 높을 때 제품태도가 더 긍정

높을 때 제품태도가 더 긍정적일 것이라는 <가설

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족정체성이 높은 집단에

6-2>는 지지되었다. 아트 인퓨전을 제외한 분석 결

서는 동양 모델에 대한 동일시가 높을 때 구매의도

과에서는 모델 유형과 모델 동일시, 민족정체성이

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민족정체

삼원 상호작용 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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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구매의도에 대한 모델유형, 모델동일시, 민족정체성의 분산 분석 결과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유의확률

.967

1

.967

.504

.478

모델동일시 (B)

124.477

1

124.477

64.898

.000

민족정체성 (C)

.158

1

.158

.082

.775

A * B

2.513

1

2.513

1.310

.254

A * C

.698

1

.698

.364

.547

B * C

.165

1

.165

.086

.770

7.647

.006

종속변인

소스
모델유형 (A)

구매의도

A * B * C

14.666

1

14.666

오차

431.555

225

1.918

<그림 8> 모델유형 * 모델동일시 * 민족정체성 상호작용 효과

민족정체성이 높은 사람들은 모델과의 동일시가

정체성이 낮은 집단에서 서양 모델에 대한 동일시가

높으면 동양모델을 사용한 광고의 제품에 대한 태도

높을 때 구매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민족정

가 긍정적이다. 민족정체성이 낮은 사람들은 모델

체성이 높은 집단에서 동양 모델에 대한 동일시가

과의 동일시가 낮은 경우 동양모델을 사용한 광고의

높을 때 구매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민족정

제품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난다.

체성이 높은 집단의 경우 동양모델에 대한 동일시가

구매의도에 대한 모델유형, 모델동일시, 민족정

높을 때 제품태도가 더 긍정적일 것이라는 <가설

체성의 분산 분석 결과, 모델동일시(F=64.898, p=.000)

6-3> 또한 지지되었다. 삼원 상호작용 효과는 구매

에서 주효과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저동일시 집

의도에서도 확인되었다. 민족정체성이 낮은 사람들

단(M=2.739) 보다 고동일시 집단(M=4.290)에서 제

은 서양모델에 동일시가 높을 경우 구매의도가 높게

품태도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델

나타나 제품태도보다 더 뚜렷하게 상호작용효과를

유형, 모델동일시, 민족정체성 간의 3원 상호작용을

보였다.

나타냈다(F=7.647, p=.006). <그림 8>를 보면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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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제언

낮은 집단은 서양모델에 대한 모델동일시가 높을
때 제품태도에 대해 긍정적이었으며, 반대로 민족

본 연구는 최근 기업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정체성이 높은 집단은 동양모델에 대한 모델동일

아트 마케팅을 주제로 동양화와 서양화가 사용되

시가 높을 때 제품태도에 긍정적이었다. 구매의도

었을 때 나타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아트 인퓨전

에 대해서는 모델동일시에서 주효과가 나타났으

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에서 더 나아가 예술작품

며 3원 상호작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민족정체성

을 동양의 산수화와 서양의 풍경화로 구분하여 아

이 낮은 집단은 서양 모델에 대한 모델동일시가

트 유형과 모델의 유형에 따른 소비자 태도에 대해

높을 때 구매의도가 긍정적이었다. 반대로 민족정

검증해 보았다. 또한 민족정체성의 조절 효과를 통

체성이 높은 집단은 동양 모델에 대한 모델동일시

해 아트유형과 모델 유형과의 상호작용효과도 살

가 높을 때 구매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펴보았다.

결론적으로 민족정체성이 높을수록 동양인 모

아트유형, 모델유형, 그리고 모델동일시의 분산

델을 선호하였으며 제품태도와 구매의도에 대해

분석결과, 광고태도에 대해 모델유형과 모델동일

긍정적이었다. 반대로 민족정체성이 낮은 집단은

시의 주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모델유형과 모델동

서양인 모델을 선호하며 제품태도와 구매의도에

일시의 상호작용 하에 광고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대해 긍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화가설을 통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태도에 대해서도 모델유형

해 설정한 가설이 지지되었다. 한편, 광고태도의

과 모델동일시에서 주효과가 나타났으며 구매의

역할은 선행연구들과는 차이를 나타냈다. 광고에

도에 대해서는 모델동일시만 주효과를 나타냈다.

노출된 후 소비자가 느끼게 되는 감정과 판단인

아트유형, 모델유형 그리고 민족정체성의 분산분

광고태도에 대해서 다속성 모델, 단순노출효과 이

석결과 광고태도에 대해 모델유형과 민족정체성

론, 정교화 가능성 이론 등 다양한 태도 형성 모델

에서 주효과가 나타났다. 아트유형의 주효과는 나

이 존재한다(Fishbein, 1963; Zajonc, 1968; Petty &

타나지 않았지만, 아트유형과 모델유형간에 상호

Cacioppo, 1986). 이러한 이론들은 광고태도가 구

작용효과를 확인하였다. 제품태도와 구매의도에

매의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수이자 매개

대해서는 모델유형의 주효과만 나타났다. 마지막

적 요소라는 것을 기반으로 하지만 본 연구는 다소

으로 모델유형, 모델동일시, 민족정체성의 분산분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광고태도에 대

석결과 광고태도에 대해서 모델유형, 모델동일시,

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볼 수 없었지만, 제품태도

민족정체성에서 주효과가 나타났다. 제품태도에

와 구매의도에서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이

대해서는 모델유형과 모델동일시의 주효과가 나

는 경우에 따라 광고태도의 예측변수 역할이 작용

타났으며 3원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민족정체성이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아트 유형과 모델 유형이 소비자 태도에 미치는 효과

본 연구가 학문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아트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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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담보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과 모델유형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아트 인퓨전

아트 유형을 제외한 독립변인인 모델유형과 모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것이다. 또한, 아트

델 동일시, 민족정체성의 경우 제품태도와 구매의

인퓨전 연구에 민족정체성과 같은 소비자 특성 변

도에서 삼원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한국

인을 반영하는 등의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것이다.

적인 정체성이 높고 동양모델에 대한 동일시가 높

먼저, 주효과에서 아트 유형은 거의 독립적인 효과

으면 제품태도가 긍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반

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는 예술작품을 광고에 사

면, 한국적인 정체성이 낮으면 동양 모델에 대한

용할 경우 단순하게 동양화나 서양화를 사용하느

동일시가 낮을 경우 제품태도가 긍정적이라는 것

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요소를 복합적으로

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광고 효과에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델 유형에서

단편적으로 검증되었던 상호작용 효과가 제품 태

는 아트유형을 막론하고 동양인 모델을 사용한 광

도와 구매의도에서는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는 것

고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배경이 동

을 보여준다.

양화이던 서양화이던 간에 동양인 모델을 사용한

본 연구는 실무적으로도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

광고에 더 긍정적이었다는 결과는, 모델에 대한 적

다. 가장 기본적으로 아트 인퓨전 광고를 집행할

합성 가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경우 모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트

본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설 제안인 상호작

인퓨전을 광고에 활용할 경우 대상이 되는 예술작

용 효과에서는 동양인 모델에 대한 동일시가 높을

픔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술작품과 상호

경우 광고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모델에 대

작용하는 모델에 대한 고려도 전략적으로 필요하

한 선호가 동일시를 통해 증폭된다는 것은 적합성

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모델의 특성과 아트 유

가설의 또 다른 반증이며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형의 선택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소비자들의 동

본 연구의 특성상 동양인에 대한 모델 선호에서

일시에 따른 모델 효과도 고려한 모델 전략이 수반

그 효과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되어야 한다. 또한, 민족정체성과 같은 소비자 특

다음으로 아트 유형과 모델 유형의 상호작용 효

성 변인의 경우도 모델 선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

과에서도 학문적인 함의를 얻을 수 있다. 동양모델

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광고를 수용자의

의 경우 동양화와 서양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

입장에서 보면 메시지 효과와 심리적 효과가 복합

지만 서양모델의 경우 동양화보다 서양화에서 효

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트 자체를 넘

과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인들이 동양모델을

어 아트 인퓨전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선호하고 이는 아트 유형에 큰 구애를 받지 않지만

을 고려한 광고제작이 이루어져야 한다.

서양모델의 경우 서양화와 함께 사용될 경우 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서구화된 현대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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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화는 보편적인 아트유형으로 인식되어 어떠
한 모델유형과도 이질감을 주지 않으며 자연스럽
게 동화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에 반해, 동양
화는 사회가 서구화될수록 상대적으로 고유의 개
성을 더욱 강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동양화 배경에 서양인
모델의 조합은 매우 이질적인 감정을 유도하여 아
트유형과 모델유형의 상호작용 중 가장 낮은 태도
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실무적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서양화는 보편적이며 자연스럽게 수용하
는데 반해 동양화는 동양 고유의 산물로 인식하는
경향은 실무적으로 아트인퓨전 전략에 있어서, 특
히 동양화의 인퓨전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동양화는 강하게 돌출되
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먼저, 선택한 광고 제품인
요가매트는 여성 관련 제품으로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이는 다양한 재품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
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요가
관련 제품의 특성상 아트의 생산연대가 태도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동시대 작품으로 비교하면 더
세밀한 통제가 가능할 것이다. 세 번째는 모델 자
체의 매력성 또한 가외변인이 될 수 있다. 실험물
제작에 있어 완성도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동서양 모델 모두 유사
한 수준의 매력을 인식하도록 조작할 필요가 있으
며 이는 유사한 후속연구에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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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Art Type and Model Type on Consumer
Attitudes: A Focus on Moderating Effects of
Endorser Identification and Ethnic Identity among
Korean Consumers
Seoyeon Son
Graduate Department of Communication
Jong Woo Jun
School of Communication
Dong Hwan Lee
School of Communication

In the art infusion effect, this study categorized art into Asian and Western paintings, and model
types into Asians and Westerners, and examined the interaction effects with individual consumer
tendencies. As for the research methods, interaction effects were analyzed by organizing 2X2 designs
of art types (East Painting vs. Western Painting), model types (East Painting vs. Western Painting),
Model Identification (high group vs. low group), and national identity (high group vs. low group).
The study found that consumers' attitudes toward Oriental models were positive after comparing
Western and Oriental models. In addition, we could see that the higher the consumers' model
uniformity, the more positive. Also, art types, model types, and national identity have influenced
advertising attitudes under the interaction of art types and model types. Finally, model type, model
uniformity, and national identity showed three-way interaction between product attitude and
purchasing intention. In the case of low national identity, when using Western models, the model's
uniformity was high, and the product attitude and willingness to purchase were good. On the other
hand, if the national identity is high,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same model is high when the
Oriental model is used and has a significant impact on product attitude and purchasing intention.

keywords: Art Infusion, Model Type, Model Identification, Advertising Attitudes, Product Attitudes
and Purchase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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