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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제품에 한 장 만 달하는 일면 메시지는 소비자 구매행동에 향을 주기 해 과장하여 만들어 낸 

것으로 부정 인 인지 반응이 형성될 수 있는 한편, 제품의 장단 을 함께 언 하는 양면 메시지는 고 

메시지나 고주에 한 신뢰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는 고 메시지의 유형에 

따른 고태도와 수용의도의 차이를 밝히고, 나아가 소비자의 자아해석과 제품유형의 조 효과를 분석하는

데 그 목 이 있다. 실증분석 결과, 양면 메시지의 고효과가 일면 메시지에 비해 상 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아가, 메시지 유형이 고태도와 메시지 수용의도에 미치는 향에서 소비자 자아해석의 조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품유형의 조 효과는 메시지 수용의도에 해서만 유의한 것

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의 결론에는 연구결과의 요약과 시사 , 그리고 한계 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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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sidedness effects of a Ad message and moderating 

roles of consumer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such as self-construal. This study also examine 

moderating roles of product type in these direct effects. To test these research hypotheses, this 

study conducted experimental designs. Two hundred thirty-eight undergraduate students were 

assigned to one of the four experimental groups. Message type and product type were 

manipulated as between-subject factors. 

The data demonstrate that message type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both attitude toward Ad 

and acceptance intention. In addition, consumers' self-construal plays a significant moderating 

role between the message types and the dependent variables. Furthermore, product types also 

shows a moderating effect on the accpetance intention, yet not on the attitude toward Ad.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various implications by indicating Ad message as an important 

factor which can enhance customers' positive responses but has been passed over by the 

previous research. We also indicated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ed the future 

research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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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부분의 기업들은 마  커뮤니 이션 과정에서 

제품의 장 이나 특성을 부각시켜 소비자의 제품에 

한 태도나 구매의도에 향을 주고자 한다.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제품이나 서비스를 포지셔닝하기 

해서는 제품의 이 을 소비자에게 달하여야 하는바, 

그 달방법으로는 매스미디어를 이용한 고, 포장, 인

매 등이 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제품의 장 뿐 

아니라 단 도 같이 제시하는 양면 메시지가 더 효과

인 경우도 있다[14][15]. 제품의 장 만을 부각시키는 

일면 메시지는 소비자들로 하여  제품이나 랜드에 

한 정  지각을 할 수 있지만, 상술 지각과 같은 

험지각이 일어나게 할 수도 있다[17]. 즉, 마  자극

에 해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 이면에 숨은 상

술  동기 등에 해 의심을 갖게 하는 부정  측면에

서의 소비자 지각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9]. 

고학 분야의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제품의 장 과 

단 을 함께 언 하는 양면 메시지가 제품이나 기업에 

한 신뢰를 높이는데 정 인 역할을 한다고 밝히고 

있다[13]. 하지만 메시지 측면성 효과에 한 다른 선행

연구들은 부정  정보의 양, 요도, 종류, 여도 등 다

양한 변수들에 따라 상이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주

장하고 있다[1][3]. 메시지 측면성은 제품이나 랜드에 

한 태도에 요한 향을 미치고 있으나 서로 상이한 

결과를 보이는 것은 양면  메시지의 부정  정보에 

한 언 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상된다. 소비자들은 고에 의해 제품에 한 태도나 

구매의도를 형성할 때 고 메시지 내용의 정 인 면

과 부정 인 면을 모두 고려하게 된다. 그럴 경우, 정

인 내용만을 강조한 일면 메시지에 비해 양면 메시지

의 부정  정보가 소비자 지각에 부정 인 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2]. 

그 다면, 기업의 입장에서 양면  메시지가 신뢰도 

형성에 미치는 정 인 향과 부정  향이 소비자

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고, 제품유형에 따라 어

떤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알아 으로써 메시지 측면성

의 향에 한 선행연구를 확장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

다. 우선 소비자 지각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으

로서 최근 심리학계에서 많은 학자들로부터 주목을 받

고 있는 자아해석을 주요 조 변수로 가정하고 이를 규

명하고자 한다. 구체 으로 본 연구에서는 제품의 장

만을 언 하는 일면 메시지와 장단 을 함께 언 하는 

양면 메시지에 따른 고효과가 소비자의 자아해석(독

립  자아해석/상호의존  자아해석)에 따라 어떻게 달

라지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제품

유형(실용재/쾌락재)에 따라 메시지 측면성 효과가 어

떻게 달라지는지에 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가설설정

1. 광고 메시지의 측면성 효과
고주들의 가장 큰 고민은 제품의 특징이나 장 만

을 부각하는 일면 메시지에 한 상술지각 등 신뢰성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효과의 제약이다. 때문에 

고주들은 고 메시지 신뢰성의 요성을 인지하고 

고객 신뢰를 높이기 한 방법을 모색하기 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 이러한 고 메시지의 신뢰성 강

화에 한 심은 메시지 측면성 효과에 한 심을 

이끌어 냈으며, 많은 선행연구에서 다양한 상황에 따라 

양면 고와 일면 고의 효과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

는지 분석하고 있다[25]. 

메시지 측면성 효과에 있어 양면 메시지가 더욱 효과

일 것으로 주장하는 선행연구들은 귀인이론에 근거

하여 설명하고 있다. 귀인이론은 일어난 상의 원인이

나 행동의 원인을 지각하고 추론하는 인과  추론과정

을 말하며 귀인의 유형에 따라 소비자들은 상반되는 행

동을 취하게 된다. 귀인은 인과 계에 따라 상의 결

과와 특정 사건, 상태, 결과물이 나오게 된 이유를 추정

하는 것으로 양면 고가 처리되는 심리  과정을 설명

해주는 이론으로 볼 수 있다[25]. 이러한 귀인은 내 귀

인과 외  귀인으로 볼 수 있는데, 내  귀인은 사건의 

발생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을 말하며, 외  귀인

은 그 원인을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돌리는 것이다[12]. 

내  원인은 행 자의 실제 특성을 반 하고,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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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은 상황  제약을 반 한다. 찰자가 행 자의 행

동을 내부  원인으로 돌리게 되면 응 인 귀인을 한 

것이고, 상황 인 요소로 귀인하면 비 응  귀인을 하

게 된다. 찰자가 행동자의 행동이 응 , 비 응 인

가를 추론하는 과정에서 그 어떤 억압이나 강요를 지각

하지 않을 경우 행 의 사 확률이 응의 주요 결정요

인이 된다. 여기서 사 확률은 행 자의 행동이 일반

인 범 인지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찰자의 행동이 

상 밖일 때 낮은 사 확률을 가지게 되며 참된 기질로 

귀인하게 된다[1]. 귀인이론을 메시지 측면성 효과에 

용시켜 보면, 제품의 부정 인 측면을 언 하는 양면 

메시지의 경우에 소비자들은 고주가 솔직한 것으로 

느끼게 되어 고태도나 메시지에 한 수용의도에 

정 인 향을 주게 된다고 상할 수 있다. 양면  메

시지가 일면  메시지에 비해서 신뢰도 향상에 도움을 

다는 것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검증한 바 있다

[14][21]. 

양면 메시지의 효과를 설명하는  다른 이론에는 면

역이론(inoculation theory)를 들 수 있다. 면역이론에 

의하면, 양면 메시지를 한 소비자들이 제품에 한 

정 인 태도를 형성하게 되면 부정  정보에 이미 면

역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제품에 한 부정 인 정보에 

노출되더라도 태도변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는 것이다[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 메시지에 

한 귀인의 결과로 나타나는 태도나 행동 등에 련된 

선행연구들을 토 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1 : 양면 메시지는 일면 메시지보다 고 태도에 

보다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 양면 메시지는 일면 메시지보다 수용의도에 

보다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2. 자아 해석(self-construal)의 조절효과
주목할 은 모든 연구에서 양면 메시지가 일면 메시

지에 비해 수용의도 향상에 효과 인 것은 아니라는 것

이다. 를 들면, [22]는 부정  메시지와 정  메시

지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부정 인 내용에 더 비 을 

두어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뿐만 아

니라, [2]는 양면  메시지에 포함된 부정 인 정보가 

제품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이 고객의 조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방어 인 

소비자의 경우 일면 메시지에 더 정 인 태도와 구매

의도를 형성하고 있음을 검증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 메시지의 측면성 효과에 한 소

비자 반응에 있어 조  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기 

해 최근 사회 심리학과 소비자 행동 분야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자아해석’ 이론을 용하고자 한다. 자

아해석이란 개인이 스스로를 규정하고 자신을 둘러싼 

타인과의 계를 규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4]. 즉 개인

이 스스로를 규정함에 있어서 자신을 독립된 개체로 이

해하는지, 타인과의 계 속에서 집단의 일부로 해석하

는지에 따라 독립  자아 해석과 상호의존  자아해석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아 해석 이론은 심리학  마  커뮤니 이션 등 

분야에서 서로 다른 문화권 소비자들에 한 비교연구

의 요한 토 가 되고 있다[19]. 자아 해석은 개인의 

동기, 인지  행동에 상당히 체계 인 향을 미치는 

자기인식의 틀인데, 독립  자아해석자는 자신을 사회

 맥락과 분리된 독립된 존재로 여기고 안정 인 단일

한 자아로 정의한다. 이런 성향이 강한 개인은 자신의 

능력, 사고  감정 등 내 인 속성을 악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한 개인의 독특성과 자기표 을 요시하

므로 타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알아내는 것보다 자신의 

능력이나 감정을 표 할 때 더욱 동기가 유발된다. 반

면, 상호의존  자아해석자는 기본 으로 개인이 타인

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사회  맥락과 상황에 따

라 응 이고 변화하는 자아 구조를 가진 사람이다. 

따라서 자아를 규정함에 있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이나 집단 소속감, 계에 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특

징이 있다[8]. 

[26]은 독립  자아해석자가 개인지향  가치를 강조

하는 고 메시지에, 상호의존  자아해석자는 집단지

향  가치를 강조하는 고 메시지에 해 고태도와 

랜드태도가 더 높게 형성되는 을 검증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7]의 연구와 [23]의 연구에서는 독립  

자아해석자가 독특성이 높은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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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욕구를 더 충족시키는 반면, 상호의존  자아해석

자는 타인과의 조화를 방해할지도 모르는 사건들을 가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독특한 제품에 해서는 

회피하려는 욕구가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보았다. 

지 까지 자아해석에 한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연구들은 주로 

랜드 선호나 고 메시지에 한 태도와 같이 구매 이

의 태도형성을 다루거나 구매 이후의 불만행동, 혹은 

재구매 행동을 다루고 있다. 고 메시지의 측면성 효

과에 있어 조 역할을 하는 변수들에 한 연구들은 주

로 개인의 조 , 혹은 인구 통계  변수, 제품 신

성 등을 다루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소비자의 자아해

석에 따라 고 메시지의 측면성 효과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소비자의 자아해석에 따라 양면

과 일면 메시지에 한 수용의도와 고 태도에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독특성 욕구는 독립

 자아해석자가 더 높다는 선행연구들을 토 로 할 

때, 고에서 흔히 사용하지 않는 양면 메시지를 더욱 

정 으로 해석할 것으로 상된다. 

가설 3 : 독립  자아해석자는 양면 메시지를 보여주

는 고에 더욱 호의 인 태도를 나타낼 것

이다.

가설 4 : 독립  자아해석자는 양면 메시지에 한 수

용의도가 더욱 높을 것이다.

3. 제품유형의 조절효과
제품은 일반 으로 실용재(utilitarian product)와 쾌

락재(hedonic product)로 나  수 있다. 실용재는 제품

의 기능이나 실용 인 가치를 획득하기 한 제품으로 

제품의 기능이나 성능이 요시되는 반면, 쾌락재는 기

쁨, 자기 심, 자기 표 을 한 제품으로 사용 경험에 

따른 즐거움을 통해 제품의 혜택이 주어진다[18]. 컴퓨

터, MP3, 자동차 등과 같이 실용재는 기능  속성을 주

로 담고 있으며 실용재의 소비는 보다 인지 이고 목  

지향 인 특징이 있다. 한편, 향수, 맥주, 보석 등과 같

은 쾌락재는 기쁨이나 즐거움을 제공하는 주 인 속

성으로 표 되며 쾌락재의 소비는 감성 인 경험이나 

미 , 감각 인 흥분과 계가 있다[16]. 

즉, 제품유형을 실용재와 쾌락재로 구분했을 경우 제

품특성의 차이에 따라 정보처리 과정에서 서로 다른 결

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능  속성을 주로 

담고 있는 실용재의 경우 소비자는 제품의 성능과 계

된 정보를 알거나 찾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실용재의 

경우 소비자의 주  지식을 결정하는 것은 주로 객

인 지식일 것이다[5]. 하지만, 쾌락재의 경우 소비자

들은 제품의 객 인 속성을 분석하기보다는 제품을 

실제로 구매하고 사용한 경험에 의한 지식이 더 많은 부

분을 차지할 것이다. 따라서 실용재의 경우 정보처리는 

쾌락재에 비해 보다 분석 이고 체계 인 형태를 보이

게 된다. 이와 같은 정보처리의 차이는 메시지의 측면성 

효과에 의한 설득효과를 극 화시키기 해서는 제품유

형에 따른 차별화 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메시지 측면성 효과에서 제품

유형의 조 효과를 분석하기 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5 : 쾌락재에 비해 실용재 제품에 양면 메시지를 

제시할 때 고 태도가 더욱 정 으로 나

타날 것이다. 

가설 6 : 쾌락재에 비해 실용재 제품에 양면 메시지를 

제시할 때 메시지 수용의도가 더욱 정

으로 나타날 것이다. 

4. 연구모형
본 연구는 메시지 유형(일면/양면)이 고태도와 메

시지 수용의도에 미치는 향에서 자아해석과 제품유

형의 조 효과를 검증하 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모

형을 요약하면 [그림 1]과 같다. 

메시지 유형
(일면/양면)

광고태도
수용의도

자아해석 제품유형

그림 1. 연구모형



광고 메시지의 측면성 효과 : - 자아해석과 제품유형의 조절효과 - 417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실험설계
본 연구는 2×2 단순 실험설계방식을 사용하 다. 

고 메시지를 일면과 양면으로 구분하고, 제품유형을 실

용재와 쾌락재로 구분하여 총 4개의 실험집단이 운

되었다. 각 응답자들은 4가지 버   한 가지 조건에 

무작 로 할당되어 설문에 응답하 다. 실험문항은 실

험자극인 노트북 고와 향수 고를 노출시키고, 각 

고에 한 태도와 메시지 수용의도를 측정했다. 이어

서, 피험자들의 자아해석을 측정하고, 인구통계학  변

인인 성별, 연령 등 변수들을 측정하는 순서로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설계를 하기 에 고할 제품군의 선정을 한 

사 조사가 실시되었다. 제품군을 선정함에 있어 학

생들이 심을 갖고 고에 제시된 정보를 처리할 가능

성을 고려하 는데, 그 결과 실용  제품으로는 노트북, 

쾌락  제품으로는 향수가 선정되었다. 인쇄 고물은 

칼라로 제작되었으며 고제작 문가가 직  디자인

하여 메시지 유형을 제외한 고모델, 그림, 헤드라인의 

크기 등은 모두 일치하게끔 제작하 다. 메시지 유형의 

조작을 해, 노트북 고의 일면 메시지는 “빠른 속도

의 선두주자, 내겐 무 가벼운 00노트북”으로 표 해서 

제품의 정 인 요소만 부각시켰고, 양면 메시지는 일

면 메시지에 표 된 내용과 함께 부정  측면인 “배터

리가 상 으로 빨리 닳는다”라고 표 하 다. 향수

고의 일면 메시지는 “ 은 매력을 발산하는 향기”로, 양

면 메시지는 “향이 상 으로 한”라고 표 하 다.

2. 변수의 측정 
고태도에 한 측정문항은 [11]의 연구를 참고하여 

3개의 항목(좋다, 호감이 간다, 마음에 든다)을 7  척

도로 측정하 다. 마지막으로, 메시지 수용의도에 한 

측정문항은 [10]의 연구를 참고하여 4개의 항목(동의한

다, 수용한다, 단에 도움이 된다, 믿을 수 있다)을 7  

척도로 측정하 다. 

3.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앞에서 도출된 가설을 검증하기 해 각 변수에 한 

문항을 작성하여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 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한 조사 상자는 부산지역 학

생들을 상으로 이루어졌다. 배포된 250부의 설문지를 

모두 회수하 고, 이  응답이 불성실한 12부를 제외

한 총 238부가 분석을 해 이용되었다. 먼 ,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128명(53.8%)으로 여성 응답자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월사용 용돈은 20~30만

원(56.7%) 사이가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하 다.

Ⅳ. 분석결과

1. 조작점검
본 연구에 독립변수로 사용된 메시지 유형이 의도

로 일면과 양면 메시지로 조작되었는지 확인하기 해 

“메시지는 제품의 장 을 언 하 다”와 “메시지는 제

품의 장 과 단 을 함께 언 하 다”라는 2문항을 사

용하여 측정하 다. 조작 검결과, 메시지 유형은 응답

자의 97%가 일치성을 나타내어 연구자가 의도한 바에 

따라 메시지 유형이 조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제품유형의 분류를 해 실용  가치와 쾌

락  가치의 측정항목은 [6]의 연구를 참고하여 생활에 

편리함을 가져다  수 있는 제품, 실용  욕구를 충족

시켜주는 제품 등 실용  가치를 의미하는 3개 문항과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제품, 기쁨을 가져다주는 제품 

등 쾌락  가치를 나타내는 3개 문항을 사용하 다. 조

작 검 결과, 노트북의 실용  가치의 평균값은 5.56으

로 나타났고, 쾌락  가치는 3.57로 나타났다. 두 평균

값의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0.05). 향수의 경우 실용  가치의 평균값은 3.78이

었고, 쾌락  가치는 5.97로 나타났으며 두 평균값의 차

이 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5). 

따라서 제품의 선정에 있어 향수와 노트북은 실용 /쾌

락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한 것으로 단되었다.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자아해석 수 의 분류를 해 

[22]의 연구를 참고하여 독립  자아해석의 측정에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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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나만의 개성을 추구하는 것은 요하다, 나는 독

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등), 상호의존  자아해석의 측정에 4개 항목(나는 이

웃과 사소한 것도 나 는 것을 즐긴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다, 나는 내가 속한 집

단의 다수의 의견을 존 한다 등)을 7  척도로 측정

하 다. 수가 높을수록 각 차원의 자기해석이 강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하 다. 다음으로 각 평균 수를 

심으로 독립  자아해석 수 은 높지만 상호의존  

자아해석 수 이 낮은 응답자들을 독립  자아해석 응

답자로 분류하고, 상호의존  자아해석 수 은 높지만 

독립  자아해석 수 은 낮은 응답자들을 상호의존  

자아해석 응답자로 분류하 다. 이 게 분류된 독립  

자아해석 집단과 상호의존  자아해석자의 집단주의, 

개인주의 정도를 살펴본 결과 각 집단별로 개인주의

(t=16.25; p<0.05)와 집단주의 수(t=5.98; p<0.05)는 

유의한 차이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측정항목의 평가
고태도와 메시지 수용의도를 측정하는 문항들에 

한 타당성과 신뢰도 분석을 해 SPSS19.0을 사용하

여 탐색  요인분석  신뢰도분석을 실시하 다. 타당

성 검증을 한 요인분석은 주성분분석을 사용하 고, 

직교회  방식에 의해 고유값 1 이상인 요인만을 선택

하 으며 요인 재량 0.5 이상이면 유의한 것으로 간주

하 다. 분석결과, [표 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동일

요인으로 분류된 항목들의 요인 재값  최 값은 

0.773으로 높게 재되었으며, 다른 요인으로 분류된 항

목들의 재값  최고값은 0.245로 낮게 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항목들의 집 타당성

과 별타당성이 확보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변수의 측

정항목들에 한 신뢰성은 Cronbach's Alpha 값으로 

검정하 으며, 고태도와 메시지 수용의도의 신뢰성

은 각각 0.857과 0.912로 높게 나타나 각 측정항목 간의 

내 일 성을 확인하 다. 

표 1. 종속변수의 측정문항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성 분석 
결과

요인 Item 고태도 수용의도 Alpha

광고태도
광고태도1
광고태도2
광고태도3

.871

.898

.866

.204

.166

.221
0.857

수용의도
수용의도1
수용의도2
수용의도3
수용의도4

.245

.204

.227

.834

.863

.773
0.912

고유값 4.436 1.594

분산 55.453 19.922

3. 가설검증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된 가설을 검증하기 하여 

MANOVA 분석이 실시되었다. 실증분석에서 종속변수

는 고태도와 수용의도 고, 메시지 유형이 주효과로 

설정되었다. 한편 자아해석과 제품유형의 조 효과를 

함께 검증하 다. 가설검증결과, [표 2]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메시지 유형은 고에 한 태도와 메시지 

수용의도에 모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양면 메시지를 제시한 고에 

한 태도가 일면 메시지에 비해 더욱 호의 으로 조사

되었고(M일면 = 4.067< M양면 = 4.629; p<0.05), 메시지 

수용의도에서도 양면 메시지가 더욱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M일면 = 3.905 < M양면 = 4.519; p<0.05). 따라

서 가설 1과 2는 모두 지지되었다. 

가설 3과 4는 양면 메시지 고에 해 상호의존  

자아해석을 보유한 소비자 집단보다 독립  자아해석

을 보유한 소비자 집단에서 더욱 호의 인 고 태도와 

메시지 수용의도를 보일 것이라는 조 효과를 검증하

기 한 것이다. 분석결과, 고태도와 메시지 수용의도

에 한 자아해석의 조 효과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나 가설 3과 4는 모두 지지되었다[표 2]. 상호의존  

자아해석을 보유한 집단의 경우 일면과 양면 메시지 

고에 한 태도와 수용의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으나, 독립  자아해석을 보유한 집단은 양면 메시지 

고를 일면 메시지에 비해 더욱 호의 인 태도와 높은 

수용의도를 나타내었다[그림 2][그림 3]. 따라서 가설 3

과 4는 모두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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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도 수용의도

df F
유의
확률

df F
유의
확률

절편 1 4423.259 .000 1 4170.733 .000

메시지 유형
자아해석
제품유형
메시지 × 자아해석
메시지 × 제품유형

1
1
1
1
1

14.377
2.094
.801
7.04
2.42

.000

.149

.371

.008

.121

1
1
1
1
1

19.765
.007
3.967
5.23
6.36

.000

.933

.047

.023

.012

표 2. 가설검증결과

 ● 독    립
 ◯  상호의존4.7

4.1
4.0 3.9

일면 양면

광고태도

그림 2. 자아해석의 조절효과(광고태도)

 ●  독    립
 ◯  상호의존

일면 양면

4.21
4.19

5.04

4.32

수용의도

그림 3. 자아해석의 조절효과(수용의도)

마지막으로, 가설 5와 6을 검증하기 해 실용  제

품에 양면 메시지의 고를 용시킬 때 보다 호의 인 

고태도와 높은 메시지 수용의도를 보일 것이라는 조

효과를 검증하 다. 분석결과, 고태도에 한 제품

유형의 조 효과는 유의하지 않아 가설 5는 기각되었

다. 하지만 메시지 수용의도에 한 제품유형의 조 효

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 6은 채택되었다[표 2]. 

쾌락재의 경우 일면과 양면 메시지의 수용의도에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실용재의 경우 양면 메시지

에 한 수용의도가 더욱 높게 나타났다[그림 4]. 즉, 실

용재의 경우 체로 제품의 정보에 한 심이 높아지

게 되어 정  정보와 부정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양

면 메시지를 더욱 쉽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실용재
 ◯ 쾌락재

일면 양면

4.31

4.10

4.74

4.32

수용의도

그림 4. 제품유형의 조절효과(수용의도)

Ⅴ.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고 메시지 유형이 고태도와 메시지 수

용의도에 미치는 향에서 소비자 자아해석과 제품유

형의 조 효과를 실험을 통해 검증하 다. 그동안 메시

지 측면성 효과에 련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졌음

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자아해석과 제품유형을 조

변인으로 검증한 연구는 거의 없었음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는 시의 한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의 실

험을 해 제작된 고물은 문가의 조를 받아 제작

되었기 때문에 내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 

메시지 유형(일면/양면)은 고태도와 메시지 수용의

도에 모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양면 메시

지의 고효과가 일면 메시지에 비해 더욱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메시지 유형이 고태도와 수용의도

에 미치는 향에서 소비자 자아해석 성향의 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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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호의존  자아해석을 

보유한 소비자들은 양면과 일면 메시지에 해 비슷한 

수 의 고태도  수용의도를 보 으며, 독립  자아

해석을 보유한 소비자들은 양면 메시지를 더욱 정

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고 

메시지 유형이 수용의도에 미치는 향에서 제품유형

(쾌락재/실용재)의 조 효과는 유의하 으나 고태도

에는 유의한 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쾌락재

의 경우 일면과 양면 메시지의 수용의도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실용재의 경우 양면 메시지에 

한 수용의도가 더욱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
그동안 고 메시지 측면성 효과에 한 많은 연구들

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상반되는 연구결과

를 보여주고 있다. 양면 메시지가 더욱 효과 이라는 

Crowley and Hoyer(1994), Eisend(2006), Florack et 

al.(2009) 등 연구에서는 귀인이론을 근거로 제품의 장

과 단 을 함께 언 할 경우 고주가 솔직한 것으로 

느끼게 되어 메시지 신뢰도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윤태웅(2011)은 양면 메시지의 부

정  정보가 소비자 지각에 부정 인 향을 미치게 되

어 일면 메시지가 더욱 효과 임을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문규 외(2002)의 연구에서는 양면 메시지에 

포함된 부정  정보의 양, 요도, 제품 여도 등 다양

한 변수들에 의해 메시지 측면성 효과가 조 될 수 있

음을 검증한 바 있다. 즉, 메시지 유형에 따른 측면성 

효과는 다양한 조 변인에 의해 조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심리학과 마  분

야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소비자 특성변수인 자아해석

에 따른 메시지 측면성 효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자아해석 성향에 

주목하여, 이 요인이 메시지 측면성 효과에 한 소비

자 반응을 조 할 것으로 상하고 실험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 다. 나아가, 제품유형을 쾌락재와 실용재로 구

분하여 조 효과를 검증하 다. 

먼 , 본 연구는 소비자의 자아해석 성향이 고와 

커뮤니 이션 설득 략에서 매우 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이론  시사 을 제시하 다. 

즉, 메시지 유형에 따른 고효과는 소비자의 자아성향

과 매우 한 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

에서는 이에 한 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자아해석을 메시지 측면성 효

과의 새로운 역에서 용하 기 때문에 이론  시사

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실무  시사 으로 소비자들을 독립

 자아해석 집단과 상호작용  자아해석 집단으로 분

류하고 그에 합한 메시지 략을 사용하는 것이 고 

메시지의 설득효과를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컨  자신의 주 과 독립성을 시하는 싱  집단을 

타깃으로 하는 제품의 경우, 로모션 략 한 가능

한 독립 인 자아해석을 진하는 방향으로 개하는 

동시에 제품의 장 과 단 을 함께 언 하는 양면 메시

지 략을 히 사용할 필요가 있다. 반면 상호의존

 자아해석 성향이 강한 집단을 상으로 하는 고에

는 제품의 장 만을 언 하는 동시에 가족 간의 온정, 

이웃과의 배려, 직장 동료 혹은 친구들과의 우정 등을 

강조하면서 소비자들의 상호의존 인 자아해석을 독려

하는 복합  고메시지 략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용  제품의 경우 양면 메시지가 더욱 

정 으로 평가되는 을 감안하여 볼 때, 컴퓨터, 냉

장고, 화장품 등과 같이 기능이나 실용 인 가치를 획

득하기 한 제품에 한 고에는 장 과 단 을 함께 

언 하는 것이 소비자 신뢰를 향상시키기에 더욱 효과

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이론 , 실무  시사 을 제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의 한계 을 지니고 있

다. 우선 실험 상을 특정지역 학생으로 한정하 기

에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

라, 고효과 측정에 있어 인쇄 고물의 1회 노출에 의

해 측정하 기 때문에 외  타당성이 결여될 수 있다고 

단된다. 따라서 향후 다양한 소비자 집단을 상으로 

보다 포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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