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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개인 수 의 문화  성향과 자기해석수 을 활용한 소비자 특성에 한 기존의 연구들을 발

시키고 확장한 연구이다. 재 한국의 경제․사회 으로 개인의 독립 인 성향이 차 강해지고 있는 추세

에 따라 개인의 문화  수 에서 소비자의 독립 인 성향에 을 맞춰 연구를 진행하 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제품이라고 주장하는 합의된 주장이 묘사된 고에 해 독립 인 성향

의 소비자들의 태도  제품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하 다. 기존의 선행 연구와 문헌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독립 인 성향이 강할수록 합의된 주장이 제시된 고의 제품에 한 태도가 더 부정

이며, 제품을 구매할 의도 한 낮을 것이라는 것과 독립 인 소비자의 성향과 합의된 주장이 묘사된 고 

사이에서 제품과 소비자와의 합성이 매개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증명하기 해 두 번의 실험을 

진행하 다.

본 연구는 개인 수 의 문화  성향을 바탕으로 기존의 연구에서 이론 으로 주장해왔던 내용의 연구를 

실제 으로 증명해냈다는 에서 학문  의의가 있다. 한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소비자들에게 차

별 인 마  활동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도출하고, 소비자를 좀 더 세분화하여 근할 수 있는 방향을 

제공했다는 에서 마  시사 을 제공할 수 있다.

■ 중심어 :∣독립성∣합의된 주장∣자기해석수준∣
Abstract

This study has expanded the existing studies on the characteristics of consumers using the 
personal level of cultural dimensions and self-construal. As Korean are becoming more 

individualistic and independent, we have focused on consumer independence in self-construal.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consumer independence on 
consumers' attitudes and purchase intention toward consensus claim in ads. We hypothesized 

that individuals with higher in independence are more likely to show negative attitudes and the 
purchase intention towards the ads focused on consensus claim. Two experiments revealed that 
consumers higher in independence, depicting consensus claim in ads reduces consumers' 

attitudes and purchase intention. Based on the results, we suggest that for individuals higher in 
independence, consensus claims in product advertisement are less effective advertising strategy 
which ultimately lower consumers' purchase intentions. Important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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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016년 12월, 국민일보에서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국 성인 남녀 1,000여 명을 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 재 한국인의 의식구

조를 가장 잘 표 하는 가치 ’으로 ‘개인주의’ (22.2%) 

를 꼽았다. 이어 ‘경쟁’(16.7%)과 ‘부’(14.2% )가 2, 3

를 기록했고, ‘성공’(11.9%)과 ‘행복’(11.7%)가 그 뒤를 

이었다. 더불어 이타심과 련한 가치 인 ‘공동체 의

식’과 ‘배려’는 각각 8.9%와 6.4%로 하 권에 머물 다. 

이 듯 향후 한국 사회는 경제․사회․문화 으로 

미국과 유럽의 서구 사회와 같이 개인주의 성향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는 과거 Hofstede와 

같은 여러 문화 련 연구자들의 선행연구에서 한국은 

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의 국가들과 함께 집단주의로 

분류되어 연구된 것과는 반 로 한국과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하는 국가들이 계속해서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다. 최근 Smith와 Chang

의 연구에서 국인들을 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 실

험 참가자들이 개인주의 성향을 강조한 웹사이트를 선

호한다는 결과는 과거 국을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국

가로 제시한 Hofstede의 연구 결과와는 반 되는 결과

를 보여주었다[1][2].

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문화 비교 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국가 수 의 문화  성향 수치를 제시한 

연구에서도 개인의 행동을 측하고 설명하는 연구에 

있어 국가 수 의 문화 성향 지수를 활용하는 것은 한

계가 있을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2]. 더불어 문화 비

교 연구에서도 개인 수 의 문화  성향은 그 개인이 

속해 있는 국가의 지배 인 문화와 차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로 나 어 연구를 진

행하는 것이 지나치게 포 이라는 지 들이 생겨나

게 되었다[3]. 이러한 지 들을 바탕으로 이후 연구에서

는 문화를 집단의 차원에서 비교하는 것이 아닌 개인을 

비교하는 틀로 더 많이 활용되게 되었고, 이로써 문화 

비교 련 연구는 문화 차원의 비교가 아닌 개인의 성

격 차원 도구로 활용되어 연구가 진행되는 흐름의 변화

가 일어났다. 이후 개인주의는 독립  자아 문화 

(Independent–self), 집단주의는 상호의존  자아 

(Interdependent–self)로 개념화하면서 문화를 개인의 

심리 차원으로 환시켰다[4].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 수 의 문화  성향은 그 

개인이 속해 있는 국가의 지배 인 문화와 차이가 나타

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개인의 행

동을 설명하고 측하기 한 개인 수 의 문화  성향

을 측정할 것을 제안 하고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

를 진행하고자 한다[5-7].

Ⅱ. 이론적 배경

1. 자기해석(Self-construal) 수준과 독립적

  (Independent) 자아

이 의 연구에서는 개인이 속한 국가 혹은 문화권에 

의해 개인의 성향이 특정 지어지거나 혹은 다양한 방식

으로 정의되어 왔다. 과거 Hofstede의 연구에서는 문화 

비교연구의 근간을 마련하고, 이후 개인주의와 집단주

의를 심으로 하는 단일 요인으로의 문화를 비교하는 

근을 바탕으로 각 국가의 성향을 개인주의 혹은 집단

주의로 나 어 국가에 속한 개인들의 성향을 개인주의

인 성향을 지니거나 혹은 집단주의 인 성향을 지닌 

사람들로 나 곤 했다.

하지만 이 에 진행되었던 문화 비교 연구에서 이

게 국가와 같은 집단 차원으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나 고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지나치게 포 이라는 

지 들이 생겨나게 고, 이후 문화  성향을 집단의 

차원에서 비교하는 것이 아닌 개인을 비교하는 틀로 더 

많이 활용되게 되었다. 이로써 문화 비교 련 연구는 

문화 차원의 비교가 아닌 개인의 성격 차원 도구로 활

용되어 연구가 진행되는 흐름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후 

Markus & Kitayama의 연구에서 문화  자기 모델을 

제안하면서 이러한 흐름을 본격 으로 주도하게 되었

고, 구체 으로 개인주의는 독립  자아 (independent- 

self), 집단주의는 상호의존  자아(interdependent- 

self)로 개념화하면서 개인의 심리 차원으로 환시켰

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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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국가나 문화권과 같은 

집단 차원의 분석이 아닌 개인 수  차원으로 해석하고

자 하는 자기 해석(Self-construal) 수 을 활용하여 연

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자기 해석은 자신이 남들과 

련되는 정도 혹은 남들과 구분되는 정도에 한 생각, 

느낌, 행동의 집합으로 정의된다[8]. 이 때, 사람들은 타

인이 자신들을 독립된 존재로 바라보느냐 혹은 타인과 

련된 존재로 보느냐에 해 다른 심리  성향을 지니

는데, 독립  자기 해석(Independent self –construal) 

과 상호의존  자기 해석(Interdependent self– 

construal)의 두 가지로 나눠진다. 여기서 독립  자기 

해석(Independent self-construal)이란 미국  서양의 

개인주의 인 문화에 속한 사람들의 성향으로 표되

는데, 타인과의 개별성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정의되

며 이러한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자신을 자율 이고 독

립 인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상호의존

 자기 해석 (Interdependent self-construal)은 주로 

동아시아의 집단주의  문화에 속한 사람들의 성향으

로 표되며 타인과의 연계성에 의해 형성되고 이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타인과 조화롭고 연계된 

존재로 보고, ‘우리’라는 에서 사고하는 성향이라고 

정의된다[4][9]. 독립 인 자기 해석의 특성을 지닌 소

비자들은 개인을 분석 단 로 강조하기 때문에 사회  

맥락과 련성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그들은 자신

의 고유한 자아를 확인하고 자신의 목표를 발 시키려

고 노력한다. 한 그들의 은 주로 자기 성취를 

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는 개인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인지한다. 

이러한 계는 즐겁거나 가치가 있다고 인지하는 경우

에만 다른 사람들과 계를 시작하고 유지하며[10][11],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유익을 제공할 때 력하

려고 하는 의도가 높아진다[12][13]. 반 로 상호 의존

인 자기 해석 개념의 자아를 지닌 소비자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조화로운 계가 자신의 삶과 자신에게 의

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사회  맥락에 한 련성이 높

으며 자신을 사회 으로 연결된 단 의 일부로 생각한

다[14][15].

재까지 소비자 행동 연구 분야에서 자기 해석 개념

과 련하여 계속해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 이

러한 연구들에 따르면 이러한 자기 해석 개념은 소비자

들이 제품을 선택하는 과정에도 다양한 향을 미친다

는 것을 보여 다[16]. 를 들어, 자기 해석의 개념이 

독립 인 사람들과 상호의존 인 사람들로 나 어 실

험을 진행한 결과, 독립  자기 해석 개념의 사람들은 

집단과 련된 가치를 강조한 문구보다 개인과 련된 

가치를 강조한 문구가 삽입된 고에 한 태도가 호의

으로 나타난 반면, 상호의존  자기 해석 개념의 사

람들은 개인과 련한 가치를 강조한 문구보다 집단과 

련한 가치를 강조한 문구에 더 호의 인 태도를 보

다[17]. 그리고 메시지 유형이 고태도와 수용의도에 

미치는 향에서 소비자들은 자아해석의 유형에 따라 

장 과 단 을 동시에 제공하거나 하나의 측면만 제공

한 메시지에 해 비슷한 수 의 고태도  수용의도

를 보 으며, 독립  자아해석을 보유한 소비자들은 장

/단 을 동시에 제공하는 메시지를 더욱 정 으로 해

석하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다[18]. 한 고메시지

의 이  표  방식은 고태도와 랜드 태도에 미

치는 향에서 제품유형에 따른 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도 있었다[19]. 결과 으로 독립  자

기해석 성향의 사람들은 ‘나’ 혹은 ‘개인’ 지향  가치를 

강조하는 메시지에 해 더 호의 인 평가를 하며, 상

호의존  자기해석 성향의 사람들은 ‘우리’ 혹은 ‘집단’ 

지향  가치를 강조하는 메시지에 해 호의 인 평가

를 한다[20].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독립 인 자기 해석의 개념을 지

닌 자아를 자신이 자율 이고 독립 인 존재로 인식하

는 경향을 지닌 자아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특성을 지

닌 소비자들이 고 문구에 따른 태도와 구매의도에 

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2. 합의된 주장(Consensus claims)과 광고

소비자는 제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자신의 

특성, 혹은 제품의 특성에 따라 각자 다른 제품을 선택 

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내가 선택하려는 제품을 

선택했다는 주장을 보게 되는 경우, 이 정보 한 소비

자의 의사결정과정에 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 Vol. 18 No. 9558

련하여 소비자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수의 소비자

들이 어떠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한다는 내용의 사

회 으로 합의된 형태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의 요성

에 한 연구와 이러한 내용의 주장이 묘사된 고는 

소비자의 제품 평가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계속해

서 진행되어 왔다[21-25].

이 때, 개인은 종종 합의된 정보를 기반으로 선호도

를 구성하며 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제품에 해 

다수의 사람들이 보증하는 제품이라고 인지하고 선호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26][27], 합의된 주장

(Consensus Claims)을 사용하는 것은 고의 효과를 

높이고, 구매의도를 향상시키는데 있어 일반 인 략

으로 사용되고 있으며[21][28]. 다른 사람들이 특정 제

품을 선택했다는 정보는 제품에 한 수요가 증가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는 결과가 있었다[29]. 

하지만 반 로 합의된 주장이 고에 묘사되었을 경

우, 소비자가 고된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지에 해 알아본 연구도 진행되었다. 

David의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애착 유형에 따라 고

에 합의된 주장이 포함되는 경우 제품의 구매의도에 부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을 실험을 통해 증명하 고

[28], 한 Wang, Zhu 그리고 Shiv의 연구에서는 합의

된 주장이 특정 유형의 개인들에게 효과 이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했다[25]. 한 Leibenstein의 연구

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특정 제품을 선택했다는 정보는 

제품에 한 수요가 증가되는 결과를 낳기도 하며, 반

로 타인과의 차별성을 해 다른 사용자의 선택을 피

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29].

소비자 사회화에 한 이 의 연구에서는 다른 사람

들과 련된 자신에 한 생각과 같은 개인의 고유한 

정신  틀이 고에 보여 지는 메시지를 해석하는 방식

에 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30][31]. 를 들어, 

여러 사람들에 의해 합의된 형태의 주장이 내재된 규범

 정보에 해 해석하는 경우 개인의 기본  정신  

틀에 의지한 식별 논리를 활용한다[32]. 이러한 합의된 

주장은 독자들이 공감 를 형성하고 있는 그룹들 사이

에서도 향을 미치는데, 선호에 따라 추천 랜드에 

한 추론을 하도록 구하며, 실제로 고에 삽입된 

메시지는 사람들로 하여  제품의 평가, 선택  사용

을 고려하도록 만드는데 향을 미친다. 사람들은 소비

자 행동의 맥락에서 다른 사람과 유사해지길 원하기 때

문에 다른 사람이 구입한 제품을 구매하기도 하는 반

면, 사람들은 독창성과 개별화에 한 욕구는 다른 사

람들이 구입한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만들기도 한다

[17]. 다시 말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지기 해 동기부여 되고, 다른 사람들과 지나치게 

비슷하다고 느낄 때 부정 인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고에서 소비자가 암묵 으로 선호하는 제

품과 정 인 소비자 의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합의

된 주장을 제시하는 것이 실제 고에도 많이 사용되

며, 잠재 으로 개인이 제품을 선택하는데 정  혹은 

부정  향을 미친다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합의된 

주장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향을 실제 으로 증명해

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앞서 언 한바와 

같이 한국 소비자들의 독립성이 차 증가하는 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소비자의 독립성이라는 개인  특성이 

합의된 주장을 표 하는 고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고자 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합의된 

주장을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제품 혹은 랜드를 선호

한다고 주장하는 사회 으로 합의된 형태의 정보를 제

공하는 문구로 정의하고, 독립 인 성향을 지닌 소비자

들이 자신의 성향과는 상반되는 형태의 합의된 주장이 

제시된 고에 해 부정 인 태도와 구매의도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 1-1과 1-2를 설정하 다. 

결과 으로 독립 인 자기해석 수 을 지닌 소비자

는 고에 제시된 합의된 주장이 개인을 분석 단 로 

강조하며 자신의 고유한 자아를 확인하고 목표를 발

시키고자 노력하는 성향 때문에, 사람들의 독창성과 개

별화에 해 상쇄되는 향을 미치는 다수의 선호도를 

기반으로 하는 합의된 정보를 제공하는 고 제품에 

한 태도와 구매의도에 부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증명함으로써 기여를 제공하고자 한다.

가설 1-1. 소비자의 독립 인(independent) 성향이 

강할수록 합의된 주장이 제시된 고에 부정 인 태도

를 보일 것이다.

가설 1-2. 소비자의 독립 인(independent) 성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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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할수록 합의된 주장이 제시된 고에 부정 인 구매

의도를 보일 것이다.

Ⅲ. 실험 1

1. 대상 및 실험 절차

실험 1은 가설 1-1과 가설 1-2에서의 독립 인 성향

이 강한 소비자들이 합의된 주장이 제시된 고에 해 

느끼는 태도와 고된 제품의 구매의도에 한 향에 

해 알아보기 해 진행하 다. 고에 사용된 제품과 

문구는 합의된 주장(Consensus Claim)이 삽입된 고

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본 선행연구를 바탕

으로 제품 고를 제작하 다[16].

그림 1. 합의된 주장이 묘사된 광고

그림 2. 통제 집단에게 제시된 광고

본 실험은  소재 학교에 재학 인 학부생 89

명(여자=33명, 남자=56명)을 상으로 실시하 으며, 

참가자들의 평균 나이는 22.9세 다. 참가자들은 2개의 

집단(합의된 주장이 묘사된 고 vs. 통제집단)에 임의

로 배정되었으며, 각각의 집단에 해당하는 가상의 고

를 본 후 고에 한 태도와 구매의도를 측정하는 설

문에 응답하도록 지시하 다.

합의된 주장의 고 조건에 배정된 참가자들에게는 

‘10명의 소비자’ 가운데 부분을 차지하는 9명이 고

의 제품을 선택했다는 내용의 합의된 주장을 제시한 

[그림 1]과 같이 제작된 고를 보여주었고, 통제 집단

에게 제공된 형태의 고는 활용된 이미지와 색상, 크

기 등은 유사하지만 합의된 주장이 제시되지 않은 형태

의 [그림 2]와 같이 제작하 다.

다음으로 고에 한 태도를 측정하기 해 참가자

들에게 태도와 련한 3가지 문항을 통해‘부정 인-

정 인’, ‘싫은-좋은’, ‘비호감인-호감인’에 해 7  척

도(1=매우 부정, 매우 싫은, 매우 비호감인, 7=매우 

정, 매우 좋은, 매우 호감인, α=.95)로 응답하도록 지시

하 다. 이후 고에 한 구매 의도는 “ 고를 보고, 

제품을 구매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다음에 이러한 

유형의 제품을 구입하게 되는 경우, 고된 제품을 고

려할 것이다”의 문항을 통해 7  척도(1=  그 지 

않음, 7=매우 그러함)로 응답하도록 지시하 다.

고에 한 태도와 구매의도에 한 측정이 이루어

진 다음에는 선행연구에서 자기 해석(Self- construal)

의 유형을 측정하기 해 활용된 측정 문항을 활용하여 

참가자들에게 응답하도록 지시하 다[4]. 제시된 측정

문항은 4개의 문항으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제작하

는데,“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것보다 스스로에

게 의지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나는 종종 나만의 일을 한다”, “다

른 사람들과 독립 인 나의 개인 인 정체성은 나에게 

매우 요하다”의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7  척도(1=

 그 지 않음, 7=매우 그러함)로 응답하도록 지시하

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의 인구 통계학 기본 정보

(성별, 나이)를 작성하도록 하고 실험 1을 종료하 다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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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수정된 모형 12.878a 3 4.293 3.665 .015

절편 62.906 1 62.906 53.710 .000

독립성 .528 1 .528 .451 .504

합의된 주장 10.424 1 10.424 8.901 .004 

합의된 주장 * 독립성 8.314 1 8.314 7.099 .009

오차 99.553 85 1.171

전체 1439.422 89

수정된 합계 112.431 88

a. R Squared = .115 (Adjusted R Squared = .083)  

표 1. 합의된 주장과 독립성이 광고 태도에 미치는 영향

2. 실험 결과 및 논의

먼  소비자의 독립 인 성향이 강할수록 합의된 주

장이 제시된 고에 해 더 부정 인 태도를 보일 것

이라는 가설 1-1을 증명하기 한 분석을 실시하 다.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표 

1]과 같이 합의된 주장이 고의 태도에 미치는 향

(F=8.901, p<0.05)과 ‘합의된 주장 x 독립성’의 상호작

용효과(F=7.099, p<0.05)가 고의 태도에 미치는 향

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상호작용효과가 유의

하게 나타난 것을 바탕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그림 3. 광고 태도에 대한 합의된 주장과 독립성의 상호

작용 효과

그 결과 가설에서 측한 것 과 같이, 합의된 주장이 제

시된 고에 해 독립 인 성향이 강할수록 더 부정

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β=-0.339, t=-2.387, 

p<0.05). 이후 상호작용효과의 방향성을 알아보기 해 

단순기울기분석(Simple slope analysis)을 실시하 고, 

[그림 3]과 같이 독립성이 높아질수록 합의된 주장 

고에 한 태도가 부정 으로 나타났으며(β=-0.39, 

p<0.05), 통제 고에 한 태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β=0.23, p=0.16).

다음으로 소비자의 독립 인 성향이 강할수록 합의

된 주장이 제시된 고 제품의 구매의도에 더 부정 일 

것이라는 가설 1-2를 증명하기 해 이원분산분석

(Two-way ANOVA)을 실시하 다. 고 태도에서의 

결과와 같이 합의된 주장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

(F=6.419, p<0.05)과 ‘합의된 주장 x 독립성’의 상호작

용효과(F=4.918, p<0.05)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 가설에서 측

한 것 과 같이 합의된 주장이 제시된 고에 해 독립

인 성향이 강할수록 구매의도에 더 부정 인 것으로 

나타났다(β=-0.355, t=-2.518, p<0.05).

그림 4. 제품 구매의도에 대한 합의된 주장과 독립성의 

상호작용 효과 

단순기울기분석(simple slope analysis)에서는 [그림 

4]과 같이 참가자의 독립성이 높아질수록 합의된 주장 

고 제품에 한 구매의도가 부정 으로 나타났으며

(β=-0.63, p<0.01), 통제 고 제품에 한 구매의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β=0.10, p=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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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험 2

실험 2에서는 실험 1에서 증명된 결과를 바탕으로 가

설 1-1과 가설 1-2에서의 주장을 새로운 제품군으로 재

검증하고자 했다. 더불어 고에 표 된 이미지  제

품에 해 소비자가 자신과 잘 맞다고 느끼는 정도, 즉 

합성이 고에 한 태도에 매개 효과를 미치는지에 

한 가설 2를 증명하기 한 실험을 진행하 다.

기존의 연구에서 소비자의 자기 개념은 고 효과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비자의 자기 개념

과 일치하는 이미지의 고 표 은 그 지 않은 고 

표 에 비해 소비자들이 보다 더 호의 인 행동을 유발

하는 데에 효과 이라는 것이었다[34-36]. 즉, 소비자들

은 고를 보고 자기 개념과 비교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고의 효과는 고 표 에 따른 그 고가 갖게 

되는 이미지와 자기 개념 이 얼마나 합한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한 개인은 환경에서 나

타나는 단서들이 자신의 동기 인 지향성과 일치할 때 

합성의 느낌을 경험하며, 반 로 자신과 일치하지 않

다고 생각하는 경우 합하지 않음을 경험한다[37]. 자

기 해석의 맥락에서, 독립 인 자기 해석이 더 강한 경

우에는 환경이 개인으로 하여  독립성을 추구할 기회

를 제공할 때 이러한 합성이 경험된다. 반 로 상호

의존 인 자기 해석이 더 강한 경우에는 환경이 친 한 

인간 계를 유지하는 기회를 제공할 때 합성이 경험

된다. 더불어 이런 합성의 느낌은 개인이 해당 환경 

단서들이나 메시지에 부여하는 가치를 증가시킨다. 유

사한 맥락에서 주제별 일치성에 한 선행 연구에서는 

고에 나타난 문맥이나 정보가 소비자의 감정이나 

심사와 일치하는 경우, 고가 더 효과 으로 인지된다

고 주장한다[38][39]. 이에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를 바

탕으로 소비자의 자기 해석이 독립 인 유형의 소비자

가 합의된 주장이 제시된 고에 하여 자신의 감정이

나 심사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된 주장이 제시

된 고가 합하지 않다는 느낌으로 인하여 효과 으

로 인지하지 않게 되며, 결과 으로 자신과 합하지 

않다고 인지하는 것을 매개로 하여 합의된 주장이 묘사

된 고 한 태도에 부정  향을 미칠 것이라고 

상하고 가설 2를 설정하 다.

가설 2. 합성은 소비자들의 독립 인(independent)

성향과 합의된 주장이 묘사된 고에 한 태도에 매개 

효과를 미칠 것이다.

1. 대상 및 실험 절차

실험 2에서 고에 사용된 제품과 문구는 합의된 주

장(Consensus Claim)이 묘사된 고가 구매의도에 미

치는 향을 알아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제작하 다

[28]. 

실험 1에서는 합의된 주장이 제시된 고와 달리 통

제 집단에게 제시된 고는 고 문구가 없는 이미지의 

형태로만 제공되었다. 하지만 실험 2에서는 이에 따른 

향이 있을 수 있다는 안  설명을 배제하기 해 

실험 2에서는 통제 집단에게 제공된 고에는 합의된 

주장이 제외된 형태, 즉 비합의된 주장의 고 문구가 

제시된 고를 활용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 참가자들

에게 제시된 고는 [그림 5]와 [그림 6]과 같았다.

합의된 주장의 고 조건에 배정된 참가자들에게는 

‘베스트셀러’, ‘100만 독자의 선택’의 문구를 활용하여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선택되고, 읽히고 있다는 내용의 

합의된 주장 정보를 제시하여 [그림 5]와 같이 제작된 

고를 보여주었고, 비합의된 고 조건에 배정된 참가

자들에게 제공된 형태의 고는 활용된 이미지와 색상, 

크기 등은 유사하지만 합의된 주장이 묘사되지 않은 형

태의 [그림 6]과 같이 제작하 다.

그림 5. 합의된 주장이 묘사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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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수정된 모형 10.272a 3 3.424 2.259 .087

절편 108.791 1 108.791 71.773 .000

독립성 2.552 1 2.552 1.684 .198

합의된 주장 7.570 1 7.570 4.994 .028

합의된 주장 * 독립성 6.827 1 6.827 4.504 .037

오차 127.324 84 1.516

전체 2119.867 88

수정된 합계 137.595  87

a. R Squared = .115 (Adjusted R Squared = .083)  

표 2. 합의된 주장과 독립성이 광고 태도에 미치는 영향

그림 6. 통제집단에게 제시된 광고 

실험 참가자들은  소재 학교에 재학 인 학부

생 88명(여자=34명, 남자=55명)을 상으로 실시하 으

며, 참가자들의 평균 나이는 23.2세 다. 참가자들은 2

개의 집단(합의된 주장 고 vs. 비합의된 주장 고)에 

임의로 배정되었으며, 각각의 집단에 해당하는 가상의 

고를 본 후 실험 1과 동일하게 고에 한 태도와 

구매의도를 측정하는 설문을 진행하 다. 추가로 가설 

2에서의 매개효과를 증명하기 해 고에 나타난 제

품이 자신에게 잘 맞다고 느끼는 합성의 정도를 측정

하는 문항에 7  척도(1=  그 지 않음, 7=매우 그

러함)로 응답하도록 지시하 다[34][40]. 마지막으로 참

가자들의 인구 통계학 기본 정보(성별, 나이)를 작성하

도록 하고 실험을 종료하 다.

2. 실험 결과 및 논의

먼  실험 1과 동일하게 독립 인 성향이 강한 소비

자들일수록 합의된 주장이 제시된 고에 해 더 부정

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 1-1을 증명하기 한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 다. [표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합의된 주장이 고의 태도에 

미치는 향(F=4.994, p<0.05)과 ‘합의된 주장 x 독립성’

의 상호작용효과(F=4.504, p<0.05)가 고의 태도에 미

치는 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회귀분석을 

실시하 고, 그 결과 가설에서 측한 것 과 같이 합의

된 주장이 제시된 고에 해 독립 인 성향이 강할수

록 더 부정 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β

=-0.214, t=-2.253, p<0.05).

그림 7. 광고 태도에 대한 합의된 주장과 독립성의 상호

작용 효과

그림 8. 제품 구매의도에 대한 합의된 주장과 독립성의 

상호작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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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상호작용 효과의 방향성을 알아보기 해 단순

기울기분석(Simple slope analysis)을 실시하 고, [그

림 7]과 같이 합의된 주장이 제시된 고의 경우 독립

인 성향이 강할수록 고에 해 부정 인 태도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27]. 독립성이 높아질수록 합의

된 주장 고에 한 태도가 부정 으로 나타났으며(β

=-0.45, p<0.05), 통제 고에 한 태도는 유의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β=0.11, p=0.56).

계속해서 소비자의 독립 인 성향이 강할수록 합의

된 주장이 제시된 고의 제품의 구매의도에 더 부정

일 것이라는 가설 1-2를 증명하기 한 분석을  실시하

고, 합의된 주장이 고된 제품의 구매의도 미치는 

향(F=5.368, p<0.05)과 ‘합의된 주장 x 독립성’의 상

호작용효과(F=5.574, p<0.05)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진행된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합의된 주장이 제

시된 고에 해 독립 인 성향이 강할수록 구매의도

에 더 부정 인 것으로 나타났다(β=-0.310, t=-2.142, 

p<0.05). 단순기울기분석(simple slope analysis) 결과 

한 [그림 8]과 같이 합의된 주장이 제시된 고의 경

우 독립성이 커질수록 고에 해 부정 인 태도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2에서의 제품 구매의도에 

한 합의된 주장과 독립성의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

기 한 단순기울기분석 결과 독립성이 높아질수록 합

의된 주장 고 제품에 한 구매의도가 부정 으로 나

타났으며(β=-0.51, p<0.05), 통제 고 제품에 한 구

매의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β=0.28, 

p=0.25).

그림 9. 독립적 성향의 합의된 주장 광고 태도에 대한 적합성

의 매개효과 

다음으로 가설 2에서의 독립 인(independent)성향

의 소비자들이 합의된 주장이 묘사된 고에 한 태도

에 제품과 자신이 합하다고 느끼는 합성의 매개 

향을 증명하기 한 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을 해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용한 SPSS Macro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매개 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그

림 9]와 같다[41]. 부트스트래핑 분석을 해 재추출한 

표본의 수는 5,000개 으며, 이를 95% 신뢰구간에서 구

한 분석결과에 따라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았으

므로 제품 태도에 한 합성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β=-0.35, p<0.01, 95%, CI= -.6884 ; 

-.0126). 따라서 합성이 개인의 독립성과 합의된 고 

제품의 태도 사이의 매개경로는 통계 으로 유의하며, 

이를 통해 가설 2는 지지된 것으로 증명되었다.

Ⅴ. 결론

1. 연구 결과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개인 수 의 문화  성향은 개인이 속해 

있는 국가의 지배 인 문화와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재 한국의 경제․사회 으로 개

인주의 이고 독립 인 성향이 강해지고 있는 추세에 

따라 독립 인 성향을 지닌 소비자를 심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 이에 합의된 정보를 기반으로 선호도를 구

성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제품이라고 주장하

는 합의된 주장이 묘사된 고에 해 독립  성향의 

소비자들의 제품 구매 의도에 미치는 향을 두 가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 다. 실험 1을 진행한 결과 

독립 인 성향이 강한 소비자일수록 합의된 주장이 제

시된 고에 한 태도에 더 부정 일 것이라는 가설 

1-1과 독립 인 성향이 강한 소비자일수록 합의된 주

장이 제시된 고에 한 구매의도에 더 부정 일 것이

라는 가설 1-2가 지지되었다. 이후 실험 2를 통해 가설

1-1과 가설 1-2의 효과가 다시 한번 유의한 것으로 증

명되었고, 추가로 분석한 매개효과 역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문  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

을 갖는다. 첫째, 개인 수 의 문화  성향을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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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석을 진행하 다. 본 연구는 기존의 문화 비교 연

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던 국가 수 의 문화  성향을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로 나 어 비교되던 분류에서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실증 으로 증명해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기존의 문화비교 연구에서 

집단주의 문화권에 속한 소비자들의 경우, 다수의 사람

들이 제품에 한 선호를 주장하는 형태의 합의된 주장

이 묘사된 고에 해 정 인 태도와 구매의도를 보

일 것이라는 기존의 내용과는 다른 결과를 검증해냈다

는 에서 더 의미가 크다. 그리고 개인의 행동을 설명

하고 측하기 한 개인 수 의 문화  성향을 측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개인 

수 의 문화  성향을 반 한 새로운 결과를 이끌어냈

다는  한 기존의 연구들에 시사 을 제공할 수 있

다고 보여 진다[5-7][4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mith

와 Chang의 연구에서처럼 집단주의로 분류되고 있는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경제․사회․문화

으로 개인주의 성향이 더욱 강해지고 있는 상을 기

반으로 소비자 개인 수 의 문화  성향을 반 한 소비

자의 개인  특성으로 인하여 기존의 문화 비교 연구 

결과와는 반 되는 새로운 결과를 증명해냈다는 것이 

추후 련된 연구를 발 시키는 데 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 한다[1].

둘째, 본 연구는 합의된 주장이 제시된 고가 소비

자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른 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증명하 다. 고에서 소비자가 암묵 으로 

선호하는 제품과 정 인 소비자 의견 조사 결과를 바

탕으로 합의된 주장을 제시하는 것은 잠재 으로 개인

이 제품을 선택하는데 정  혹은 부정  향을 미친

다는 내용의 선행 연구는 진행되어 왔지만, 합의된 주

장이 실제 으로 소비자에게 미치는 향을 실증 으

로 증명해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이러한 설득력 있는 잠재력을 고려하여, 합의된 

주장을 제시하는 형태의 문구를 사용한 고가 독립

인 성향의 소비자들에게는 부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해냈고, 고에 합의된 주장을 묘사하는 것이 

소비자들의 개인 인 특성으로 인하여 비효율 인 방

법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 다. 특히 독립 인 성향을 

지닌 소비자들이 타인과 차별화된 형태의 제품을 선호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내가 선택하려는 제품을 선

택했다는 정보와 같은 합의된 주장이 삽입된 고에 

해 부정 인 태도를 나타나거나 혹은 고된 제품에 

한 구매의도에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

다. 본 연구는 일반 으로 범 하게 사용되던 합의된 

주장을 묘사한 고가 체의 소비자들을 상으로 효

과가 있는 것이 아닌 특정 소비자 혹은 특정 상황에만 

국한될 수 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실제 으로 증명해

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실무  시사 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마  담당자는 독립 인 성향이 높은 

소비자들을 상으로 하는 구매 상황에서 고에 사용

하는 문구를 선택하는 경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

을 보여 다. 기업에서는 정해진 산 안에서 고를 

제작하고 사용 가능한 수백만개의 고 문구 에서 몇 

가지를 활용하는데, 이 때 주어진 산 제약 하에서 가

장 효과 인 고를 제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독립 인 성향이 강

한 소비자들은 다수의 선택을 묘사하는 고 문구를 제

시하는 경우, 제품에 한 태도나 구매의도에 오히려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구매 상

황에 따라 제품 고 문구를 잘 선택해야함을 보여

다. 이는 일반 으로 범 하게 사용되던 고의 문구

들이 체의 소비자들을 상으로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 특정 소비자 혹은 특정 상황에만 국한될 수

도 있으며,  다른 소비자들에게는 오히려 부정 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의 

타겟 고객층의 성향과 시장의 성격을 악하여 고 문

구 제작에 활용해야함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개인의 문화  특성에 따라 선호하는 제품 

고 마  활용 방법에 한 근거를 제공한다. 소비자

는 선택상황에서 제품의 가치를 평가하기 해 요한 

기 으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한다. 이 때 온라인 쇼핑 

환경에서는 소비자의 검색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자

에게 필요한 검색 데이터 추천을 제공한다. 이러한 온

라인 쇼핑 환경에서 인구통계학  유형과 개인의 문화

 특성의 유형에 따른 상 계를 잘 이해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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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활용

할 수 있다면, 소비자의 특성을 분석하는 기 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요한 시사 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과제

본 연구는 개인 수 의 문화  성향과 자기해석 수

을 활용한 소비자 특성에 한 기존의 연구들을 발 시

키고 확장한 것으로, 개인의 문화  수 에서의 독립

인 성향이 합의된 주장이 묘사된 고 제품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1][2][4-8][28][42]. 하지만 본 연구

는 여 히 한계 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한계 을 

극복하기 해서는 아래와 같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본 연구는 가설검정을 해 개인 수 의 문화

 성향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 이는 소비자의 

개인  특성에 따라 기존의 연구에서 이론 으로 주장

해왔던 내용의 문화 비교 연구와는 반 되는 연구결과

를 실제 으로 증명해냈다는 에서 의의가 있지만, 이 

연구의 결과만으로는 아직까지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에 실험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 소비자들의 구매 데

이터 분석을 통해 보다 실증 인 증거를 제공할 수 있

다면, 보다 다각 인 측면에서의 시사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 한다.

둘째, 본 연구는 두 가지의 제품을 사용하여 고를 

제작하고 실험에 활용하 다. 고에 활용된 두 가지의 

제품은 선행 연구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지만, 제품 범주

와 유형  가격 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따

른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 진다. 향후 연

구에서는 소비자의 제품 태도나 구매의도에 향을 미

칠 수 있는 차원에 한 좀 더 다양한 선택 상황을 반

하여 제품 범주를 확장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는 소비자의 독립  성향에 을 맞

춘 것과 더불어 합성의 매개효과를 함께 살펴보았다. 

기존의 연구에서 소비자들은 동화작용과 차별화라는 

두 가지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규범에 순응하는 반

면,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지기 해 동기

부여 되고, 다른 사람들과 지나치게 비슷하다고 느낄 

때 부정 인 감정을 느낀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

[43][44]. 이에 향후 연구에서 합성과 차별화라는 특

성을 비교하여 개인 측면의 문화  성향의 특성에 미치

는 향에 하여 알아본다면 더욱 심층 인 학문  시

사 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 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사회화에 한 연구에서 다른 사

람들과 련된 자신에 한 생각을 포함하는 개인의 고

유한 정신  틀이 고에 보여 지는 메시지를 해석하는 

방식에 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28][30][31]. 

를 들어, 합의된 주장이 내재된 규범  정보에 해 해

석하는 경우, 사회  규범을 우선시하고 소비자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잘 어울리는지 고려하도록 권장하며,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 련하여 자신을 인지하는 것과 

같은 식별논리가 고 제품을 해석하는데 향을 미치

게 된다[32].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내재된 규범  정보, 

식별 논리 혹은 애착유형  사회  배제 경험 등과 같

이 소비자 개인의 심리  바탕에 기반한 소비자 특성이 

개인의 문화  특성에 따라 고 제품을 해석하는데 어

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한 연구도 추후 흥미로운 연

구주제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참 고 문 헌

[1] A. Smith and Y. Chang, “Quantifying Hofstede 

and Developing Cultural Fingerprints for 

Website Acceptability,” International Workshop 

on the Internationalization of Products and 

Systems, Berlin, Germany, 2003.

[2] G. Hofstede,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Vol.5, age, 1984.

[3] 이인성, 최지웅, 김소령, 이기호, 김진우, "특정 

상에 한 개인 수 의 문화  성향이 사용자 경

험에 미치는 조 효과에 한 실증  연구: 미국, 

독일, 러시아의 4개 디지털 기기 사용자를 상으

로," 경 정보학연구, 제19권, 제1호, pp.113-145, 

2009.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 Vol. 18 No. 9566

[4] Hazel R. Markus and Shinobu Kitayama, 

Cultural Variation in the Self-Concept, in The 

Self: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ed. Jaine 

Strauss and George R. Goethals, New York: 

Springer, pp.18-48, 1991.

[5] D. W. Straub, W. Loch, R. Aristo, E. Karahanna,  

and M. Strite, "Toward a Theory-Based 

Measurement of Culture," Journal of Global 

Information Management, Vol.10, No.1, pp.13-23, 

2002.

[6] S. McCoy, D. F. Galletta, and W. R. and King, 

"Integrating National Culture into IS Research: 

The Need for Current Individual-Level 

Measures," Communications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 Vol.15, pp.211-224, 

2005.

[7] M. Srite and E. Karahanna, "The Role of 

Espoused National Culture Values in 

Technology Acceptance," MIS Quarterly, Vol.30, 

No.3, pp.679-704, 2006.

[8] Theodore M. Singelis, “The Measurement of 

Independent and Interdependent Self-Construal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20, No.5, pp.580-591, 1994.

[9] H. E. Triandis and M. J. Gelfland, “Converging 

measurement of horizontal and vertical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74, 

pp.118-128, 1998.

[10] J. Fiske, Introduction to Communication 

Studies, London: Routledge, 1990.

[11] Robert J. Sampson, “Local Friendship Ties and 

Community Attachment in Mass Society: A 

Multi-Level Systemic Model,”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53, No.5, pp.766-779, 

1988.

[12] P. Cushman, “Why the Self Is Empty: Toward 

a Historically Situated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st, Vol.45, No.5, pp.599-611, 1990.

[13] Kenneth J. Gergen, The Saturated Self: 

Dilemmas of Identity in Contemporary Life, 

New York: Basic Books, 1991.

[14] Chiu, Chi-Yue and Ying-Yi Hong, “Cultural 

Processes: Basic Principles,” in Social 

Psychology: Handbook of Basic Principles, ed. 

Arie W. Kruglanski and E. Tory Higgins, New 

York: Guilford, pp.785-806, 2007.

[15] Shen, Hao, Fang Wan, and Robert S. Wyer, 

“Cross-Cultural Differences in the Refusal to 

Accept a Small Gift: The Differential Influence 

of Reciprocity Norms on Asians and North 

America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100, No.2, pp.271-281, 2011.

[16] Jennifer L. Aaker, “Accessibility or 

Diagnosticity? Disentangling the Influence of 

Culture on Persuasion Processes and Attitud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26, No.4, 

pp.340-357, 2000.

[17] Zhang, Yong and Betsy Gelb, “Matching 

Advertising Appeals to Culture: The Influence 

of Products' Use Conditions,” Journal of 

Advertising, Vol.25(Fall), pp.29-46, 1996.

[18] 문재학, " 고 메시지의 측면성 효과 : 자아해석

과 제품유형의 조 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12호, pp.413-422, 2011.

[19] 김성재, 유명길, "메시지 이 이 고효과에 

미치는 향 : 조 과 제품유형의 조 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권, 제8호, pp.177-185, 

2010.

[20] 김 조, 송시연, 장지훈, "자기해석의 차이가 제

품태도에 미치는 향," 마 연구, 제22권, 제4

호, pp.157-173, 2007.

[21] Chang, Chingching, “Diagnostic Advertising 

Content and Individual Differences: Testing a 

Resource-Matching Perspective with a 

Taiwanese Sample,” Journal of Advertising, 



소비자의 독립성이 합의된 주장 광고 태도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567

Vol.36, No.3, pp.75-84, 2007.

[22] Traci H. Freling, and Peter A. Dacin, “When 

Consensus Counts: Exploring the Impact of 

Consensus Claims in Advertising,”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Vol.20, No.2, pp.163-175, 

2010.

[23] W. O. Bearden and M. J. Etzel, “Reference 

Group Influence on Product and Brand Purchase 

Decision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9, pp.183-194, 1982.

[24] Robert E. Burnkrant, “Alain Cousineau, 

“Informational and Normative Social Influence 

in Buyer Behavior,”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2, No.3, pp.206-215, 1975.

[25] Wang, Jing, Rui Zhu, and Baba Shiv, “The 

Lonely Consumer: Loner or Conformer?,”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38(April), 

pp.1116-1128, 2012.

[26] Dean, Dwane Hal, “Brand Endorsement, 

Popularity, and Event Sponsorship as 

Advertising Cues Affecting Consumer Pre- 

Purchase Attitudes,” Journal of Advertising, 

Vol.28, No.3, pp.1-12, 1999.

[27] Maheswaran, Durairaj, and Shelly Chaiken, 

“Promoting Systematic Processing in Low- 

Motivation Settings: Effect of Incongruent 

Information on Processing and Judg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61, No.1, pp.13-25, 1991.

[28] M. E. David, “The Role of Attachment Style in 

Shaping Consumer Preferences for Products 

Shown in Advertisements that Depict Consensus 

Claims,” Journal of Advertising, Vol.45, No.2, 

pp.227-243, 2016.

[29] H. Leibenstein, “Bandwagon, Snob, and Veblen 

Effects in the Theory of Consumers' Demand,”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64, 

pp.183-207, 1950.

[30] Elizabeth C. Hirschman and Craig J. Thompson, 

“Why Media Matter: Toward a Richer 

Understanding of Consumers’ Relationships with 

Advertising and Mass Media,” Journal of 

Advertising, Vol.26, No.1, pp.43-60, 1997.

[31] Scott, Linda, “The Bridge from Text to Mind: 

Adapting Reader-Response Theory to Consumer 

Research,”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21(December), pp.461-480, 1994.

[32] Hall, Stuart, Encoding/Decoding, in Culture, 

Media, Language, S. Hall, D. Hobson, A. Lowe, 

and P. Willis, eds., London: Hutchinson, 

pp.128-138, 1980.

[33] L. S. Aiken and S. G. West,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ury Park: Sage, 1991.

[34] M. Joseph Sirgy, “Self-Concept in Consumer 

Behavior: A Critical Review,”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9(December), pp.287-300, 

1982.

[35] S. Shavitt and T. C. Brock, Self-relevant 

responses in commercial persuasion: Field and 

experimental tests. First Annual Nags Head 

Conference on Attitudes and Influence, and the 

92nd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n. Praeger Publishers, 1986.

[36] K. Sentis and H. Markus, “Brand personality 

and self,” Advertising and consumer psychology, 

Vol.3, pp.132-148, 1986.

[37] E. T. Higgins, “Making a good decision: Value 

from fit,” American Psychologist, Vol.55, 

pp.1217-1230, 2000.

[38] Paul M. Herr, “Priming Price: Prior Knowledge 

and Context Effect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16, No.1, pp.67-75, 1989.

[39] Moorman, Marjolein, Peter C. Neijens, and 

Edith G. Smit, “The Effects of Magazine- 

Induced Psychological Responses and Thematic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 Vol. 18 No. 9568

Congruence on Memory and Attitude toward the 

Ad in a Real-Life Setting,” Journal of 

Advertising, Vol.31, No.4, pp.27-40, 2002.

[40] Swaminathan, Vanitha, Karen M. Stilley, and 

Rohini Ahluwalia, “When Brand Personality 

Matters: The Moderating Role of Attachment 

Styl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35 

(April), pp.985-1002, 2009.

[41] A. F. Hayes, PROCESS: A versatile 

computational tool, http://www.afhayes.com/ 

public/process2012.pdf

[42] G. Ford, P. Kotze, and A. Marcus, “Cultural 

Dimensions: Who is Stereotyping Whom?,” 

Proceedings of the 11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uman-Computer Interaction, Las Vegas, 

NV, 2005.

[43] C. R. Snyder and H. L. Fromkin, “Abnormality 

as a positive characteristic: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cale measuring need for 

uniquenes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Vol.86, No.5, pp.518-527, 1977.

[44] M. B. Brewer, “The social self – On being the 

same and different at the same tim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17, No.5, pp.475-482, 1991.

저 자 소 개

전 수 지(Sooji Jeon)                    정회원

▪2012년 2월 : 충남 학교 경 학

과(경 학사)

▪2017년 2월 : 충남 학교 경 학

과(경 학석사)

▪2017년 2월 ∼ 재 : 충남 학교 

경 학과 박사과정

 < 심분야> : 소비자 행동분석, 미디어, 고마

정 혜 욱(Hyewook Jeong)                  정회원

▪2003년 2월 : 숙명여자 학교(경

학사)

▪2004년 12월 : Purdue University 

(소비자학석사)

▪2011년 9월 : UCLA Anderson 

School Of Management(경 학

박사)

▪2011년 8월 ∼ 2013년 8월 : UNIST 경 학부 조교수

▪2013년 9월 ∼ 재 : 충남 학교 경 학부 부교수

▪2018년 2월 ∼ 재 : UCLA 방문교수

 < 심분야> : 소비자 감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