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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소비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성적소구 광고 중에서 특히 주관적으로 해석하기 쉬운 소주광고 이미지
를 AOI(area of interest) 3영역(얼굴, 몸매, 제품)으로 설정하여 심리 생리학적 지표 중 하나인 아이트래킹을 통해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광고모델의 시각적 주의, 즉 관심도가 몸매보다는 얼굴에서 높게 나타났다. 남자가 여자보다 몸
매에 관심도가 높을 거라는 예측과는 달리 남녀 모두 몸매보다는 얼굴에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품에
대한 재인과 회상은 유의하지 않음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성적소구 광고에 대한 남녀 소비자들의 시선의 응시점과 
응시시간 등의 시각적 주의의 패턴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소주광고 이미지가 나아가야 할 표현방식과
나아가 적절한 마케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소주광고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주길 기대한다.

주제어 : 광고모델, 아이트래킹, 시각적 주의, 설정영역, 섹스어필광고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Soju(Korean alcohol) advertisement image, which is relatively easy to 
interpret subjectively, among sexual appeal advertisements that stimulate consumers' curiosity, where 
the image is verified through AOI (area of   interest) 3 areas (face, body, product), and eye-tracking, one 
of the psychophysiological indicators. The result of the analysis reveals that visual attention, the 
interest in the advertising model, was higher in the face than in the body shape. Contrary to the 
prediction that men would be more interested in body shape than women, both men and women 
showed higher interest in the face than a body. Besides, it was derived that recognition and recollection 
of the product were not significant.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erms of examining the pattern of visual 
attention such as the gaze point and gaze time of male and female consumers on sexual appeal 
advertisements. In further, the study looks forward to bringing a positive influence to the soju 
advertisement image by presenting the expression method that the soju advertisement image should 
pursue as well as the appropriate marketing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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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고도성장의 산업발전이 가져다 준 초고속 인터넷과 그
를 기반으로 한 멀티미디어의 빠른 보급으로 인해 수많
은 정보와 이미지로 포장된 광고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
로 무분별하게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렇게 광고의 
홍수 속에서 소비자들의 인지도 상승과 소비자의 시선 
유도, 기억력을 높이기 위해 광고 또한 지속적으로 변화
하며 더욱 강하고 자극적으로 혹은 암시적 성적 이미지
를 담아 제품을 광고하고 있다. 성적소구는 특정 제품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모든 제품에 광고마케팅 전략
으로 사용되고 있다. 프란체(Franzen)는 “대부분의 사람
이 하나의 광고자극에 0.3초간 응시하고 1초 이내에 주
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광고인지 아닌가를 결정한다”라
고 주장하였다[1]. 이렇듯 기업은 자사 제품이 짧은 시간
에 소비자의 머리 속에 각인시키기 위해 막대한 광고비
를 투입하고 보다 효율적인 광고효과를 얻기 위한 노력
으로 다양한 광고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2]. 그 중 섹스어
필광고는 소비자의 주의를 끄는데 큰 효과를 얻을 수 있
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 중심이 바로 커뮤니케이션 송
신자 역할을 하는 광고 모델이다.

본 연구는 소비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성적소구 광고 
중에서 특히 소주광고 이미지를 심리 생리학적 지표 중 
하나인 시선추적장치를 통해 무의식적인 인간의 시선경
로를 관찰, 분석함으로써 특히 디자인에 있어서 주관적으
로 해석되기 쉬운 인지적 사고를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2. 이론적 고찰

2.1 관련연구
기존선행연구에 따르면, 소비자는 비 성적광고보다 성

적광고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흥미를 느끼기 때문
에, 광고는 잘 기억하지만 브랜드명을 잘 기억하지 못한
다[3]. 예를 들어 Reid Soley(1981, 1983)의 연구에서 
장식적 여성 모델이 등장하는 성적광고의 기억효과를 연
구하였는데, 여기서 장식적 모델이란 ‘광고가 제품을 보
여 주는데 불필요한 매력적인 모델’로 정의된다. 이 연구
에 따르면 장식적 모델의 존재가 시각적 자극물의 인지
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만 카피에 대한 인지도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4].

Alexander와 Judd(1978)의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하
게 비 성적(자연풍경) 일러스트가 성적인 일러스트보다 

브랜드명 회상에 있어서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들은 비 성적 광고의 브랜드명이 누드를 사용한 광고
보다 기억이 잘 될 것이며 여성모델의 노출 정도가 심할
수록 브랜드명 회상도는 낮아질 것이라 예상하였다. 광고
모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고유의 매력으로 제
품과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대중에게 전달하고 그것을 
통해 소비자들의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주어 구매행동을 
유발시키며, 제품에 광고모델에 대한 감정이입으로 긍정
적,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5].

2.2 국내 주류광고 모델의 변화
지금까지 소주광고 모델을 살펴보면, 25도 이상의 남

자의 전유물인 독한 술로 인식되어온 소주는 광고 모델
도 남성위주였다. 하지만 1998년 하이트 진로는 25도에
서 23도로 낮춘 참이슬을 출시하면서 깨끗하고 부드러움
을 어필하고자 산소같은 여자로 인기 스타 반열에 올라
선 이영애를 모델로 기용했다. 기용된 후 참이슬 판매량
은 1998년 2430만병에서 1999년 9450만병으로 4배 
정도 급증하였고 이후에도 청순하고 단아한 이미지로 인
기를 모았던 황수정, 박주미, 김정은, 김태희, 성유리, 남
상미 등이 모델로 나섰다[6].

2007년 ‘처음처럼’ 광고 모델이 된 이효리는 5년간의 
광고 모델로 섹시하면서도 유쾌한 모습으로 처음처럼의 
인지도를 끌어 올려 소주 시장 2위로 안착하는데 성공했
다. 롯데주류는 이어 유이, 현아, 효린, 구하라, 고준희, 
신민아 등 섹시한 콘셉트를 가진 연예인을 모델로 기용
하였다. 이 기간 처음처럼이 섹시 콘셉트로 이목을 집중
시키자 참이슬도 청순하고 단아한 이미지에서 2006년 
모델이었던 남상미부터 김아중, 김민정, 하지원, 이민정 
등으로 계보가 이어졌는데 모델의 몸매나 노출을 부각시
켰다[6].

2010년 후반에 들어서면서 여성의 사회적 진출로 인
한 음주시장의 새로운 타깃과 소주의 저도수화는 소주 
광고 모델을 단순히 섹시하거나 청순한 이미지에서 벗어
나 보다 친근하고 편안한 이미지의 국민 첫사랑-수지, 국
민 여동생-아이유 그리고 무학은 백종원씨를 '좋은데이'
의 새 광고모델로 기용해 순박하고 전문 분야에서의 냉
철하고 정확한 평가 이미지 등을 전달함으로서 소주 광
고 패러다임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광고 콘셉트도 저도수 시대에 여성 소비자들의 증가와 
소주의 원료의 깨끗함을 강조하면서 노출과 강하고 독한 
이미지에서 청순함과 깨끗함으로 변화되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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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섹스어필광고의 특성
광고의 주된 기능은 제품에 대한 정보제공과 소비자 

설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날 광고의 홍수 속에서 소
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광
고가 소비자에게 노출되면 그 다음 단계인 ‘주의’ 때문이
다[8]. 일반적으로 광고마케팅 전략 시 주로 사용되는 전
략은 성적, 유머, 공포소구, 그리고 음악을 활용하거나 유
명한 모델을 기용하는 것이며 이들 전략 중에서 섹스어
필은 단순히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주의뿐만 아니라[9], 
주의집중, 인식, 회상, 상표선호의 태도 그리고 궁극적으
로 판매로의 연결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중 주의집중효과는 여러 연구를 통하여 입증된 바 
있으나 주의집중효과 이외의 다른 효과에 대한 일반적 
결론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다. 첫째, 광고에 있어서의 섹
스어필은 일단 광고에 대한 주의집중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주의집중은 섹스어필 자체에 대한 
집중일 뿐 광고 메시지나 브랜드로 연결되지 않은 채 인
식이나 회상에 역효과를 줄 가능성도 있다. 둘째, 소비자
들의 섹스어필은 상표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데 긍정적 상표태도는 섹스어필과 대상제품간의 연관
관계를 포함한 섹스어필의 질적 수준, 즉 섹스어필 이미
지의 섬세한 논리적 조작을 통한 표현성의 문제에 영향
을 받는다. 섹스어필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 기
인한 소구이므로 그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섹스어필 
표현 자체의 문제로 광고효과로 연결되지 않거나 역기능
을 갖기도 한다. 특히 섹스어필의 저속한 표현이나 상품 
이미지와의 상관관계를 무시한 자극효과만을 목표로 한 
무분별한 사용은 상품 및 기업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
며 오히려 정보전달에 방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10]. 

2.4 아이트래킹의 개념과 특징
시선추적장치 기술은 인간이 볼 수 없는 적외선을 안

구 표면의 각막에 반사하여 그것을 카메라가 인지하고 
추적하는 원리로써, 1초에 약 60회(0.016초)의 눈 움직
임을 기록하여 순간적인 이동을 탐지할 수 있고 특정 영
역에 눈 움직임이 고정되는 시간도 동시에 측정할 수 있
으며, 눈 움직임이 7-8회 정도(약 0.1초) 고정된다면 안
구 고정이 일어난 결과로 판단하고 주의가 발생한 것으
로 간주한다[11,12].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 소비자의 시선을 끌기 위
해 많이 사용되는 성적소구 광고를 중심으로 소비자가 
광고내의 어떤 시각요소에 주의를 기울이는지를 아이트

래킹 분석 방법 중 인지적 사고에 대한 객관적인 추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AOI(area of interest) 설정을 통해 
소비자의 관심영역, 정보획득 경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13]. 시각 자극에 노출된 지각자의 시선 이
동은 선택적이고 능동적인 개체의 지각을 의미한다. 따라
서 시선이동은 시각 자극에 대한 인지활동을 이해하는 
중요한 측정 단서라 할 수 있다[14].

3. 연구 설계 및 분석결과

3.1 실험방법 및 실험자극 설정
본 연구에 사용된 아이트래커는 토비(Tobii) T60 XL

이며 실험 절차는 먼저 실험실에 방문한 개별 피험자에
게 사전 설문과 제품의 회상과 재인을 확인하기 위한 사
후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실험은 아이트래커의 캘리브레
이션(calibration)을 거친 후 총 9개의 실험자극을 7초 
동안 응시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시각적 주의를 분석하기 위해 Table 1과 
같이 2018년 상반기까지의 업체별 국내 소주 판매율 
1-3위까지의 순위 3사(하이트 진로, 롯데주류, 무학)의 
2000-2019년 소주광고 포스터 이미지를 시지각 실험자
극으로 설정하였다. 피험자는 안과질환이 없는 평균 연령 
21.4세의 32명(남성:14, 여성:18명)의 대학생을 대상으
로 실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Table 1. Experimental stimulation 
Section Contents

Period 2010-2019 Media Print ads

Brand 1-3place(Shipments by Soju brand 
of liquor industry association in 2018)

Model

Chamisul: IU(2014-2017)
Chueumchurum: Lee Hyo-ri(2007-2011)
Go Jun-hee(2013)
Koo Ha-ra/Hyuna/Hyolyn(2012-2013)
Shin Min-a(2014-2016)/Suzy(2016-2019)
Goodday: Park Bo-young(2016-2017)

3.2 연구내용 및 분석지표
연구내용으로는 시각적 인지 우위를 알아보기 위해 9개

의 소주광고 포스터 이미지를 AOI 3영역(얼굴, 몸매, 제
품)으로 설정하여 광고내의 어떤 시각요소에 주의를 기울
이는지? 성별에 따라 시각적 주의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 섹스어필 광고는 효과적인가? 광고모델에 따라 브랜
드의 재인과 회상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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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1. Chueumchurum_Lee Hyo-ri 2. Chueumchurum_Go Jun-hee 3. Chueumchurum_Koo Ha-ra
AOI 1 2 3 Heat Map 1 2 3 Heat Map 1 2 3 Heat Map

TFF all 0.61 0.71 3.12 0.57 2.13 2.70 0.68 0.90 3.63
FD all 0.46 0.22 0.27 0.39 0.24 0.30 0.26 0.32 0.28
VC all 2.06 2.29 1.26 2.78 2.46 1.80 1.56 1.50 1.12

TFF M 0.79 0.39 2.59 0.39 1.96 2.40 4.07 2.59 3.56
F 0.47 0.97 3.52 0.71 2.28 2.89 3.37 4.32 5.01

FD M 0.46 0.25 0.28 0.40 0.26 0.26 0.30 0.26 0.29
F 0.45 0.20 0.26 0.39 0.22 0.32 0.24 0.40 0.28

VC

M 1.93 2.36 1.20 2.64 2.38 2.10 1.50 2.00 1.25

F 2.18 2.24 1.31 2.89 2.53 1.60 1.59 1.00 1.00

Section 4. Chueumchurum_Hyuna 5. Chueumchurum_Hyolyn 6. Chueumchurum_Shin Min-a
TFF all 0.84 1.11 3.51 0.76 1.06 3.77 0.45 1.50 3.19
FD all 0.45 0.36 0.30 0.53 0.28 0.25 0.26 0.48 0.31
VC all 2.10 1.00 1.62 1.54 2.43 1.30 1.67 1.24 1.25

TFF
M 0.97 2.59 2.85 0.83 0.62 3.56 1.34 3.96 2.68
F 0.75 5.53 4.00 0.71 1.39 3.88 0.84 2.84 3.62

FD
M 0.45 0.2 0.31 0.64 0.25 0.27 0.29 0.42 0.33
F 0.45 0.52 0.30 0.47 0.33 0.23 0.24 0.52 0.29

VC
M 1.85 1.00 1.67 1.20 2.83 1.29 1.33 1.00 1.27
F 2.28 1.00 1.58 1.79 2.12 1.31 1.89 1.36 1.23

Section 7. Goodday_Park Bo-young 8. Chamisul_IU 9. Chueumchurum_Suzy
TFF all 0.43 1.67 2.73 0.54 2.54 3.33 0.55 0.74 4.34
FD all 0.31 0.25 0.32 0.34 0.24 0.26 0.43 0.26 0.42
VC all 2.69 1.78 1.60 3.00 2.10 1.82 2.34 2.97 1.29

TFF M 0.55 1.64 2.67 0.61 2.28 3.17 0.45 0.58 4.44
F 0.34 1.70 2.78 0.49 2.72 3.43 0.64 0.86 4.27

FD M 0.32 0.28 0.34 0.38 0.26 0.27 0.45 0.26 0.40
F 0.31 0.23 0.30 0.32 0.23 0.26 0.42 0.25 0.43

VC

M 2.43 1.82 1.64 2.86 2.08 2.09 1.93 3.31 1.38

3.11 2.12 1.65 2.67 2.71 1.23F 2.89 1.75 1.57

Fig. 1. Averages of analysis indexes and Heat Map.

본 연구의 분석지표로는 사용한 피험자의 이미지에 대
한 첫 시선고정이 일어난 시간인 TFF (time of first 
fixation), 시선응시 시간인 FD(fixation duration), 방
문 횟수인 VC(visit count)는 Table 2와 같다.

AOI에 대한 시선고정개수가 많으면 피험자의 정보 중
요도로 피험자의 시선을 끌었다고 해석 할 수 있으며 시
선고정평균시간이 길었다는 것은 해당영역에 대한 인지
적 처리과정이 많이 일어났거나, 관심도가 높았다고 볼 
수 있다[15]. 또한 시선 고정이 일어난 평균 시간이 짧을
수록 해당 영역이 시선을 끄는 정도가 매우 강하다고 해
석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지표를 분석함으로써 피험자들
이 어떤 요소에 시각적 주의가 일어났는지 알 수 있다. 
Fig. 1은 피험자의 시선의 빈도와 머무르는 시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시각적 으로 표현한 히트맵(heat 
map)이다[16].

  Analysis contents   Analysis indexes

AOI

 AOI 1 Face TFF   Time of first fixation

 AOI 2 Body  FD   Fixation duration

 AOI 3  Product  VC   Visit count

Survey Advertising 
effect

Recall

Recognition 

Table 2. Analysis contents and indexes for verification

3.3 분석결과 
분석결과, Fig. 1의 히트맵에서 알 수 있듯이 광고모

델의 시각적 주의, 즉 흥미도와 관심도가 몸매보다는 얼
굴에서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시각적 주의의 차이
는 없었다. 남자가 여자보다 몸매에 관심도가 높을 거라
는 예측과는 달리 남녀 모두 몸매보다는 얼굴에 관심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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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의 ‘처음처럼’의 고준희 광고 포스터 이미지를 
보면 남녀 전체 응시시간(FD:0.39)과 방문횟수(VC: 
2.78)가 얼굴(AOI1)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남녀 성
별 비교에 있어서도 남자 FD:0.39, VC:2.78/여자 FD: 
2.64, VC:2.89로 얼굴(AOI1)이 몸매(AOI3)와 제품
(AOI3)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Fig. 1과 같이 섹스어필 광고의 효과를 
도출하지 못하였으며 광고에서의 섹스어필은 주의집중, 
인식, 회상, 재인, 상표선호의 태도 그리고 궁극적으로 판
매로의 연결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광고이미지
의 얼굴에서 시각적 주의가 일어났으나 모델과 브랜드의 
일치, 즉 제품에 대한 재인과 회상은 유의하지 않음을 도
출하였다. 2000년 초기 소주모델은 섹시한 모델을 기용
하였다면 지금은 섹시한 모델보다는 참신하고 깨끗한 이
미지로 변화하는 추세이다. 

4. 결론

본 연구는 시장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소주광고 포
스터에서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섹스어필형의 광고모델
보다는 깨끗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나타내는 청순형의 광
고 이미지를 더 선호하였으며 광고모델 몸매보다는 얼굴
에 주의 집중을 하였다. 앞의 Alexander와 Judd(1978) 
연구에서 언급하였듯이 본 실험에서도 성적소구유형은 
브랜드와의 재인과 회상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검
증할 수 있었다.

성적소구광고는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는 광고의 형태로 소비자의 즉각적 반응과 기억
의 지속적 효과가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받고 있는 표현
방법 중의 하나이다[17]. 광고주와 제작자는 단시간에 이
목을 집중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섹스어필광고는 이러한 점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매력적인 요소이긴 하나 광고가 널리 알리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기에 항상 그 파급효과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며 성을 올바르게 인식시키는 것이 좀 더 포괄적
인 의미에서의 섹스어필 광고의 목적이 되어져야 할 것
이다. 본 연구는 쉽지 않은 광고물 및 피험자 모집 등 어
려운 실험절차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점에서는 한계를 
가진다. 실험연구라고는 하지만 특정 지역의 특정 연령층
에 피험자가 한정되었다는 것과 개인의 성향 등의 변이
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는 어려웠다는 점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성적소구 광고에 대한 남녀 소비

자들의 시선의 응시점과 응시시간 등의 시각적 주의의 
패턴을 살펴봤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향후 보다 정
교한 디자인, 다양한 연령대, 많은 수의 실험자극 등을 확
보하여 소구유형에 따른 광고효과를 검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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